미래청소년학회지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

2012, Vol. 9, No. 4, pp.75 97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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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성인기 이행 양상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기 이행에 대한 규범과 신념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만 19세-24세 청년세대 2,000명과 만 49세-54세 부모세대 성인 1,000명을 대상
으로 성인의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인됨’이 의미하는 바와 성인기 이행에 대
한 인식이 두 세대 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설문조사를 위해 Arnett이 개발한 설문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이 도구를 한국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모두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볼 때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관련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규범준수’, ‘허용 행동’, ‘역
할 이행’, ‘독립 및 상호의존’, ‘연령 이행’ 등 6개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세대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부모세대 성인이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역할이행’, ‘연령이행’에 대해 더 높은 중요도
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과 ‘규범준수’를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
인 조사결과 모두에서 ‘규범준수’, ‘허용행동’, ‘역할이행’, ‘연령이행’ 요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중요도 인
식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일수록 이 4가지 요인을 성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성인의 기준을 보다 다양하고 엄격하게 적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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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방식은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변
했다(문혜진, 2010; 안선영․Cuervo․Wyn, 2010).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의 평균 연령이 남녀 모두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인기 이행 방식이 다양화되어 지배적인 패턴을 찾기 어려워졌다(이
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 이러한 현상을 기존 관점에 따라 해석하면 청년
들이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를 연기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생애전략을 구성한다고 볼 수
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인됨의 유형, 성인됨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안선영․김희진․박현준, 2011).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사회의 필요와 부합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
양화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 두 측면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성
인기 이행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
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맥락 요인들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성장 세대들이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상황이나 법․제도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변하면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관련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잇따르게 된다. 새로운 생활방식이 공고화되면 새롭게 등장한 규범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옳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기 이행 양
상의 변화가 관련 규범과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과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 과거에는 성인
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
항으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확산되면 이는 다시 성인기 이
행 양상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변화된 양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우리의 성장세대가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을 앞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부모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의 조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성인이 되기 위
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인됨’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고, 청년
세대와 부모세대 간 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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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현 청년
세대들의 인식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2. 연구 내용
성인됨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찰하
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조건에 관
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설문지 문항 구성은
Arnett(2001)이 개발한 설문 틀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Arnett(2001)의 ‘성인의 조건’에 관한 설문문
항은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관련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출되었는데, 설문
조사 내용은 독립(independence),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역할이행(role-transition), 규범준수(norm
compliance), 가족형성 및 유지능력(family capacity)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의 ‘성인의 기준’ 설문도구 타당화를 위한 요인분석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 도구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rnett의 설문도구가 우리 사회에서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에서 성인의
기준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수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성인의 조건을 구성하는 요인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2) Arnett

Ⅱ. 선행연구
1. 성인의 조건
성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학문 영역 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 왔
다.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성인됨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인류학에서는 결혼을 성인
기 이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해 왔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책임
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겼다(Schlegel & Barry, 1991, Arnett, 2001:
재인용). 사회학 연구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종결, 취업, 출산 등 성인기 이행에서 중
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각 과업의 수행시기와 수행여부, 과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이에 비해 심리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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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을 성인의 기준
으로 보고 있다(Arnett 2001; Bowen, 1986; Cote 2000; Erikson, 1968; Hoffman, 1984; Marcia, 1980).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현저해짐에 따라 성인기 과업의 수행 여부를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데 대해 반론이 제기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성인의 기준은 다양해지고 모호해지고 있다(Kins & Beyers, 2010).
Arnett(2001, 2004)은 서구사회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
를 수행해 왔고,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이론에서 관련 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rnett
(2001)이 제시한 성인됨을 나타내는 지표는 독립, 상호의존, 역할이행, 규범준수, 가족형성 및 유
지 능력이다.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수행된 성인의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독립이다. 독립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Arnett, 2001). 그러나 북미나 유럽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당연시 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인정받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 정도는 서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제적 자립이나 분가 등이 당연시 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대학교
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대학등록금이 유례없이
높아짐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결혼을 할 때도 혼수 준비나 신혼집 마련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다(안선영 외, 2011).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56.1%) 과 일본(49.9%) 보다 낮은 비율로서, 한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존성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5.4%였으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8.1%로 나타났다(임희진․김지연․
이경상, 2009; 최인재․김지경․임희진․강현철, 2011). 이는, 한국청소년의 73.4%가 결혼비용을
부모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부모의 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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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용 부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은 24.6%, ‘일부만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8%이었으며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
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다시 말해 한국 청소년의 93.4%가 대학교육 비용을 부모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이십대 초중반까지 대학교육을
받고, 어려운 취업 환경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성인의 기준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이 갖는 의미는 한국사회보다 이른 시기에 경제적 독립이 이
루어지는 서구 선진국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제시된 성인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
하는 상호의존이다(Arnett, 2001).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것은 성인의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을 의미하는 상호의존의 세부 내용에는 진지하게 이성교제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
기중심적인 성향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학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종결, 결혼, 취업, 자녀 출산 등의 역할 이행을 성인기
이행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성
인기 이행의 기준으로 당연시 되었던 위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성인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변화하고 있다(Furstenberg, Kennedy, McCloyd, Rumbaut, & Settersten, 2004).
넷째,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은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충동적이거나 일탈
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성숙한 사람의 중
요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규범 준수를 성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의미있게 여기는 지는 사
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Arnett과 Taber(1994)는 이러한 차이를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Shanahan, Porfeli, Mortimer, & Erickson, 2005: 재인용). 협소한 사회화는 산업화가 이
루어지기 전 사회의 특징으로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가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나 주위의 성인이 자라나는 세대의
사회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띈다.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 상호작용이 많고 어
린 시기에서부터 세대 간 상호의존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어릴 때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고 어린 시기의 삶의 방식이 획일적인 경향을 보인다. 기대에 벗어난 행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와 규범준수는 어릴 적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
1)

1)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청년들의 진로가 양극화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조명될 필요가 있다. 부유
한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가능성
이 높은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불가피하게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
업이나 진로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 후 진로에서도 불리해지는 결
과를 낳게 된다(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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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반면 광범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주의와 독립의 중요성
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정도도 협소한 사회화가 이루어지
는 사회에 비해 높다. 어린 시기에 사회규범에 순응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릴
때 일탈 행동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어린 시기에 행하던 일탈 행동
을 중단하는 것이 성인이 되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여진다(Arnett & Taber, 1994,
Shanahan et al., 2005: 재인용). 한국사회에는 이 두 가지 사회화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한
국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방식이 독특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성인기 이행 방식도 이러한 독특한 산업화, 근대화 경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은기수
외, 2011).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이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산업화 이전의 방식에 상
당한 영향을 받았을 부모세대와 학교교육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화 과정이 이전에 비해
다양화된 청년세대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의 기준으로서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정도에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는 가족형성 및 유지능력이다. 인류학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
서 결혼은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을 형성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는데, 남성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보
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여성의 경우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능력이 요
구되었다. Arnett과 Taber(1994)에 따르면 협소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사회
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비해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성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더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인다(Shanahan et al., 2005: 재인용).
2)

2. 성인됨의 조건에 대한 인식
위에서 언급한 성인의 기준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정도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아직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 중국(Nelson,
Badger, & Wu, 2004), 이스라엘(Mayseless & Scharf, 2003), 아르헨티나(Facio & Fabiana, 2003), 캐나다
(Cheah, Trinder, & Gokavi, 2010), 체코공화국(Macek, Bejček, & Vaníčková, 2007), 루마니아(Nelson,
2009)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미국의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성인의 기준
2)

압축적 근대성의 결과, 한국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한편으로는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
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인 개인주의적이고 비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성인기 이행 양상의 지배적인 패턴을 규정하기 어렵다(은기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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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직업 결정, 결혼, 출산과 같은 역할 이행의 중요성은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Arnett,
2000). 같은 국가 내에서도 성별이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캐나다 청년들을 대상으
로 성인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연구(Cheah et al., 2010)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청년들에 비해
농촌지역 청년들이 역할이행과 생물학적 이행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아시아권 문화의 특징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Nelson et al.,
2004), 그들 역시 미국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자신에 대한 책임, 독립적인 의사결정, 경제적 독립
등을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
의 행동에 대한 책임 다음인 2번째로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청년들과 차이를 보이
는 점은 중국 청년들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다(미국 16%, 중국 88.9%)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이 성인이 되
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부모에 대한 의무감도 여전히 강
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서구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중국 청년들의 특
징이다. 이는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도 성인이 되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자식의 도리로 여
겨왔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김상욱․고지영․구혜란․김왕식․김우식․박병진․박종민․이
경미․이정진․전성표․정병은․최샛별, 2007)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

5)

6)

한 연구에서 두 국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 비율의 직접적
인 비교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수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부모에 대
한 경제적 지원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데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
단된다.
4)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에
서 출생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자
가정 자녀들은 ‘독립’ 보다는 ‘부모 부양’ 과 ‘상호의존’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wartz, 2008).
5) 부모가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
상자에서 제외되는 현 한국의 복지 제도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김상욱 외, 2007)에서 20대 이하(만 18세부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경제
적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78.6%가, 미혼녀가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74.7%가 찬성했다. 기혼남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90.9%가, 기혼녀가 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에 대해서는 82.4%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 기대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점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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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청년(Mayseless et al, 2003)과 루마니아 대학생(Nelson, 2009)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국 청년들에 비해 규범준수와 역할이행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루마니아 청년들은 미국 청년들에 비해 규범준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Nelson(2009)은 이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동체와 사회 체제 유지에 요
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 1990
년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옮겨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했
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EU 가입에 큰 걸
림돌로 부각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예: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하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라면 규범을 준수해
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기준에 대해 사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
지 한국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밝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
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성인의 기준에 대한 하위 요인의 중요도는 응답자의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 시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만 19세∼24세의 청년세대 2,000명
과, 만 49세∼54세 부모세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과 부모세대
7)

7)

흥미로운 결과이다.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본 연구
의 대상은 ‘청소년’에 해당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연령대 청소년들과 본격적인 성
인기 이행을 앞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성인의 기준’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차이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을 ‘청년기’로 정의하고, 이 연령대 청년
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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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례할당을 채택하여 성별,
지역규모별, 연령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표집하였다. 먼저 16개 광역시도별 모집단수에 따른 비
례배분을 통해 시도별 표본수를 배정하였고, 1단계로 16개 광역시도 단위 층화, 2단계로 인구수
가 많은 서울(2개/강남권, 강북권)과 경기(3개/남부, 북부, 읍․면부) 층화, 그리고 9개 도지역의
경우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여, 총 27개 층에서 일대일 면접 실사지점을 추출하여 응답자를 선
정하였다.
청년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52.3%, 여자가 46.8%를 차지해 남자의 비
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현재 상황을 보면 취업상태가 20.1%(401명), 학생은 61.5%(1,229명), 취업
준비․무직․주부의 경우 18.3%(370명)였다. 부모세대 성인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
면, 성별로는 남자가 49.8%, 여자가 50.2%를 차지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조사되었고, 응답자의
74.9%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탐색적으
로 고찰하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rnett(2001)이 개발한 ‘성인의 기준’의 설문
틀을 기초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Arnett(2001)의 ‘성인의 조건’에 관한 설문도구 내용은 독립,
상호의존, 역할이행, 규범준수, 가족형성 및 유지능력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영역은 성인됨을 의미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과 부모세대 조사 대상자들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위의 5개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
한 내용(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성인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은 부모와의 동등한 관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심리적 독립, 자
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
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상호의존’은 신뢰 있는 애정관계 형성, 결혼상대자 결정, 감정 통
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 배려하기 등에 대하여, 그리고 ‘역할이행’은 학교교육 종결, 결혼
및 첫아이 출산, 정규직 취업, 장기적 진로나 직업결정, 주택 구입을 성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규범준수’에 대해서는 과음하지 않기, 마약․도박
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절도․기물파손 등 범죄 저지르지 않기, 건전한 성관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가족형성 및 유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가족을 안전
하게 지키며,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
하였다. 이 외에 일정 연령대가 되는 것, 신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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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이행을 성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결과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인식 경향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Arnett(2001)의 설문도구가 한
국사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인의 기준’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을 위하여 주성분법을 적용하였고,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식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각 요인에 대해 성별, 경제수준별로 중요도
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위해 ANOVA를 사용하였으며, Scheffé 검정을 통해 집
단 간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
의 조사도구 각각의 항목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과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인식과 세
대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인의 기준으로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률과 평균값을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Arnett(2001)의 성인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항목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98%가 넘는 긍정적 응답률(다소 중요
하다+매우 중요하다)을 보였다. 심리학 분야에서 성인의 기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개인특성으
로 보고 있는 것이 자신에 대한 책임임을 고려할 때(안선영 외, 2011),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미국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항목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었는데(Arnett, 2000),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중요
하게 여겨지는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성인의 기준이 한국사회의 청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 다음으로 한국청년들에게 중요하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을 안전하
게 지키거나,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항
목들로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다음으로 가족형성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 한국의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은(응답률
90% 이상)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부모 및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
Arnet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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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 응답 비교
성인의 기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부모나 타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독립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좀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불법적인 약물(마약)하지 않는 것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결혼 하는 것
만 21세가 되는 것
주택 구입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
음주가 허용되는 것
과음을 하지 않는 것
만 18세가 되는 것
흡연이 허용되는 것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키가 다 자란 것
성경험이 있는 것
*

p<.05,

**

p<.01,

***

중요도(%)
다소중요+매우중요)
청년세대 부모세대
(

Mean(SD)

청년세대

부모세대

t-test

98.3

99.9

3.51(0.54)

3.66(0.48)

-7.540***

96.3

98.3

3.45(0.58)

3.63(0.52)

-8.438***

94.8

96.5

3.36(0.60)

3.54(0.57)

-7.647***

94.6

97.8

3.38(0.61)

3.60(0.54)

-9.698

92.8

95.4

3.34(0.63)

3.53(0.59)

-7.705***

92.3

95.0

3.33(0.64)

3.45(0.60)

-5.115***

92.1

95.4

3.19(0.59)

3.39(0.58)

-8,978***

91.7

95.7

3.32(0.63)

3.50(0.58)

-7.568***

91.1

94.4

3.32(0.65)

3.49(0.61)

-6.884

90.7

94.9

3.33(0.66)

3.50(0.60)

-6.809***

90.6

94.7

3.25(0.63)

3.38(0.60)

-5.447***

89.3

93.9

3.23(0.67)

3.44(0.62)

-8.411***

88.8

92.7

3.18(0.63)

3.41(0.64)

-9.572***

88.4

92.9

3.15(0.67)

3.33(0.63)

-7.033***

87.2

88.5

3.14(0.64)

3.27(0.66)

-5.210***

86.8

87.1

3.15(0.65)

3.20(0.66)

-2.097*

84.1

89.4

3.15(0.75)

3.36(0.70)

-7.132***

84.1

90.6

3.16(0.76)

3.37(0.69)

-7.270***

83.2

89.3

3.10(0.70)

3.28(0.68)

-6.632***

82.8

88.7

3.12(0.75)

3.33(0.70)

-7.088***

82.1

89.0

3.01(0.67)

3.26(0.66)

-9.441***

82.1

89.0

3.07(0.69)

3.23(0.65)

-6.024***

81.8

88.3

3.09(0.75)

3.25(0.70)

-5.678***

81.0

86.7

3.09(0.77)

3.21(0.72)

-4.231***

79.1

85.3

3.03(0.80)

3.25(0.80)

-7.118***

77.0

88.0

3.00(0.76)

3.27(0.71)

-9.186***

71.6

81.6

2.91(0.78)

3.15(0.74)

-7.849***

69.0

80.3

2.84(0.77)

3.07(0.72)

-7.854***

68.6

85.6

2.87(0.81)

3.26(0.74)

-12.869***

66.5

77.3

2.77(0.78)

3.01(0.73)

-7.996***

62.7

74.3

2.77(0.82)

3.01(0.83)

-7.527***

61.8

69.3

2.75(0.82)

2.89(0.80)

-4.405***

60.4

77.1

2.72(0.84)

3.06(0.84)

-10.691***

58.1

64.6

2.65(0.76)

2.76(0.77)

-3.695***

58.0

73.0

2.65(0.80)

2.92(0.80)

-8.770***

56.5

66.5

2.62(0.76)

2.83(0.77)

-7.015***

54.8

60.8

2.58(0.78)

2.70(0.80)

-3.767***

54.0

59.6

2.64(0.81)

2.75(0.85)

-3.525***

50.5

66.5

2.50(0.81)

2.80(0.87)

-9.467***

48.8

57.7

2.48(0.91)

2.71(0.90)

-6.425

43.9

53.3

2.43(0.89)

2.59(0.90)

-4.613

p<.001

※ 주: ‘성인의 기준’ 의 개별항목 순서는 청년세대의 중요도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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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 타인을 잘 배려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에 대한 비교 결과, 전체적으로 대부
분의 항목에서 부모세대의 중요도가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세대 성인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청년보다 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의 기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의 기준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 세대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년세
대와 부모세대가 중요시하는 성인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청년세대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부모세대 성인들도 99.9%의 응답률
을 보여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세대에서 그 다
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자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며, 부양하는 항목들에 대해 부모세대
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
하게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여자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세대에서의
중요도가 청년세대 보다 더 높았다. 또한 조사대상 청년들은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에 대해 여자의 경우(87.2%)보다 더 높은 중요도(94.6%)를 보여, 성별에 따라
경제적인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이 항목에 대한 부모세대의 응답률
(97.8%)도 청년보다(94.6%) 더 높았다. 결국 이러한 응답은 가족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
치관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 개별항목으로
는 ‘자신의 감정조절’과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역시 부모
세대의 중요도가 청년세대보다 2∼3%정도 높게 나타났다.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의 조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 항목을
보면, 역시 상당부분 일치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조
사에서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50.5%)’이 흡연(54.8%)이나 음주(58.0%)와 관련된 항목보다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성인세대는 흡연(60.8%)보다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66.5%)’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서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세대(54.0%)와 부모세대(59.6%) 모두에게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
는데, 특히 부모세대의 응답을 보면, 다른 성인의 기준에 비해 이 항목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 부모세대들이 청년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
여 분가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주가 허용되는 것’ 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세대 성인들(각각 64.6%, 73.0%)
과 청년세대(각각 58.1%, 58.0) 조사에서 모두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 성인의 기준으로서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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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보였다.
어떤 성인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각 사회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 사회와 문화권에서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도 청년들과
부모세대간 응답이 동일하고 또 1순위와 2순위 기준들도 일치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년세대
와 부모세대간의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있어 부모세대들의 응답률이 적게는 0.3%(부모님을 경제
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서부터 17%까지(결혼하는 것,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0% 이상의 큰 인식차이를 보인 성인의 기준 항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인식차이가 큰 항목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혼하는 것’ 과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다. 이 항목들에
대해 청년들은 각각 68.6%, 60.6%만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었으나, 부모세대 성인
들은 각각 85.6%와 77.1%로 응답해, 청년세대가 부모세대 성인에 비해 성인의 기준으로서 결혼
이나 자녀를 갖는 것과 같은 역할이행의 중요도를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인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해서 현재 청년들의 인식
이 과거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 ‘애인을 자주 바
꾸지 않는 것’ 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과 부모세대 간에 약 15% 이상의 차이
를 보여, 부모세대들이 성인의 기준과 관련해서 이성교제와 음주 및 과음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구입’도 부모세대는 74.3%가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표 2> 세대 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 항목
청년세대
성인의 기준
68.6%
결혼하는 것
60.4%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50.5%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58.0%
과음을 하지 않는 것
62.7%
주택구입
77.0%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69.0%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56.5%
만 18세가 되는 것
66.5%
만 21세가 되는 것
71.6%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 주: ‘다소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를 합친 응답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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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년세대에서는 62.7%의 중요도를 보여, 명확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다.
2.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결과
성인의 기준에 대한 Arnett의 조사도구가 한국사회에서 타당성을 갖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각 사회와 문화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 문화에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확인된 측정도구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Atak & Cok, 2008).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에서의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성인의
기준 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적합성 검정[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표 3>, 본 설문조사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법을 적용하여 요인추출을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2 이상인 요인은 7개 추출되
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51.465%를 설명하였다<표 4>.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표 3>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
KMO

Bartlett
2

구형성 검정

Approx Χ

31,385.144

df

820

p

.000

.0.901

<표 4> 설명된 총분산: 성인의 기준
초기 고유값(eigen values)
추출 제곱합 적재값
성분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1

9.618

23.458

23.458

9.618

23.458

23.458

4.590

11.195

11.195

2

3.683

8.983

32.442

3.683

8.983

32.442

3.791

9.247

20.442

3

2.104

5.131

37.573

2.104

5.131

37.573

3.620

8.828

29.270

4

1.691

4.124

41.697

1.691

4.124

41.697

2.622

6.394

35.664

5

1.471

3.588

45.285

1.471

3.588

45.285

2.526

6.161

41.825

6

1.296

3.162

48.447

1.296

3.162

48.447

2.339

5.704

47.529

7

1.237

3.018

51.465

1.237

3.018

51.465

1.614

3.936

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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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요인적재값 .50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6개 요인, 28문항이 최종적으
로 선정되었다.

1

2

3

4

5

6

<표 5> 성인의 조건에 대한 청년세대 조사 요인분석 결과
요인
요인
설문 항목(청년세대)
적재값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727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639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642
가족부양 및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669
자녀양육 능력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711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702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568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584
과음을 하지 않는 것
.535
불법적인 약물(마약) 하지 않는 것
.658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707
규범준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579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532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655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좀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600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539
성경험이 있는 것
.555
허용 행동
음주가 허용되는 것
.792
흡연이 허용되는 것
.803
결혼하는 것
.741
역할 이행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759
주택구입
.672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526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503
독립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672
상호의존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652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507
만18세가 되는 것
.695
연령 이행
만21세가 되는 것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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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요인 명명과 선정된 최종문항은 <표 5>와 같으며,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경우 ‘가족부
양 및 자녀양육 능력’, ‘규범준수’, ‘허용 행동’, ‘역할 이행’, ‘독립과 상호의존’, ‘연령 이행’이 성
인의 기준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 <표 1>의 성인의 기준 중 28개 항목이 각각
의 요인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되었고,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부모(보호자)
와 함께 살지 않는 것’,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여자
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키가 다 자란 것’
등 12개의 항목들은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8)

3. 추출된 요인에 대한 성별, 경제적 수준별 차이 고찰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을 기준으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차이와 성별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성인의 조건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검토
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도출된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 절의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6개의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청년들은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M=3.33)을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성인기 이행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한 미국
청년들 조사결과와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Arnett, 2000), 한국청년들은 한국사회의 전통
적인, 공동체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족부양과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요 성인
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요인은 ‘독립과 상호의존’(M=3.28)으로서 앞서 성인의 기준
의 개별 항목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과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난 자기감정 조절 항목이 이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청년들이 성
인의 기준으로서 가족과 관련된 요인뿐 아니라 독립이나 상호의존과 같이 서구사회에서 중요하
게 간주되는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범 준수(M=2.97)’ 요인은 세 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역할이
행’(M=2.78), ‘연령이행’(M=2.70)’, ‘허용행동’(M=2.60) 순으로 나타나 한국청년들은 결혼이나 자
녀출산, 성인연령에 대한 규범, 성인으로서 허용되는 특정 행동들을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생
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6가지 요인들에 대한 부모세대 성인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역시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8)

마지막 7번째 성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부하량 기준인 .50을 충족하는 문항이 없어 이 성분
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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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33
부모 3.5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청년 2.97
부모 3.19

규범준수

청년 2.6
부모 2.73

허용행동

청년 2.78
부모 3.11

역할이행

청년 3.28
부모 3.42

독립과 상호의존

청년 2.7
부모 2.92

연령이행
0

0.5

1

1.5

2

2.5

3

3.5

4

[그림 1]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별 세대 간 인식 비교

능력’(M=3.50)이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청년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독립과 상호의존’(M=3.42), ‘규범준수’(M=3.19), ‘역할이행’(M=3.11), ‘연령이행’
(M=2.92)‘, ‘허용행동’(M=2.73) 순으로, 역시 성인의 기준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 평균값은 청년들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었다.
성인의 기준으로 추출된 위의 6가지 요인들을 기준으로 살펴본 청년과 부모세대간 인식차이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인의 기준으로 ‘가족부양 및 자녀
양육능력’, ‘규범준수’, ‘허용행동’, ‘역할이행’, ‘독립과 상호의존’, ‘연령이행’ 등 모든 요인들에
대해 청년들보다 부모세대 성인들이 중요성을 더 높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성인이 되는 것’을 이전 단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청년세대에 비해 부모세대 성인들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의 기준 요인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
펴보았다(<표 6>).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p<.05)과
‘독립과 상호의존’(p.<05)으로,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독립 및 상
호의존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인 성인의 기준
으로 여겨지는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의 경우, 부모세대 조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남자청년에 비해 여자청년에서 그 중요도가 높게 나
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여자청년들은 남자청년들에 비해 독립성과 책임감, 타인
과 부모에 대한 배려를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인
을 제외한 규범준수, 허용행동, 역할이행, 연령이행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성인의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 경제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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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규범준수’(p<.001), ‘허용행동’
(p<.001), ‘역할이행’(p<.001), ‘연령이행’(p<.01)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인의 기준의 요인별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모세대에서도 동일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범준수’(F=5.525, p<.01), ‘허용행동(F=26.989, p<.001)’, ‘역할이행’
(F=10.917, p<.001), ‘연령이행’(F=6.876, p<.01) 요인에서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표 6>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별 인식

전체
성별
청년 부모 청년세대 부모세대
세대 세대 남 여 남 여

구분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M
(SD)
t/F
(Scheffé)
M

규범준수

(SD)
t/F
(Scheffé)
M

허용행동

(SD)
t/F
(Scheffé)
M

역할이행

(SD)
t/F
(Scheffé)

독립과
상호의존

M
(SD)
t/F
(Scheffé)
M

연령이행

(SD)
t/F
(Scheffé)

*

p<.05,

**

p<.01,

3.33

3.50

3.31

3.35

3.50

3.51

경제수준

청년세대
하 중 상
3.30

3.31

3.35

부모세대
하 중 상

3.51

3.50

3.51

(.442) (.393) (.459) (.421) (.392) (.395) (.448) (.459) (.459) (.415) (.403) (.374)
***

-10.668
2.97

3.19

*

-1.991
2.95

-.681

2.99

3.17

3.21

2.328
2.85

2.97

.152
2.99

3.13

3.16

3,25

(.523) (.499) (.544) (.497) (.506) (.493) (.595) (.516) (.507) (.544) (.546) (.419)
***

-11.166
2.60

2.73

-1.493
2.61

-1.082

2.59

2.71

2.75

2.44

8.312***

5.525**

(ab, ac)

(ac, bc)

2.55

2.66

2.54

2.66

2.90

(.626) (.635) (.644) (.606) (.645) (.625) (.615) (.592) (.652) (.650) (.645) (.577)
***

-5.345
2.78

3.11

.597
2.81

-1.061

2.76

3.10

3.12

2.66

15.696***

26.989***

(ab, ac, bc)

(ac, bc)

2.77

2.83

3.00

3.05

3.22

(.664) (.648) (.667) (.660) (.657) (.639) (.670) (.650) (.692) (.632) (.682) (.606)
***

-12.778
3.28

3.42

1.498
3.27

-.353

3.30

3.42

3.41

3.29

7.415***

10.917***

(ac)

(ac, bc)

3.29

3.29

3.37

3.42

3.44

(.397) (.370) (.406) (.385) (.372) (.368) (.435) (.388) (.409) (.386) (.385) (.370)
***

-8.841
2.70

2.92

*

-2.047
2.69

.193

2.70

2.90

2.94

.017
2.57

2.70

2.589
2.70

2.78

2.92

2.99

(.693) (.670) (.693) (.694) (.683) (.657) (.774) (.690) (.675) (.654) (.694) (.645)
***

-8.360

-.496

-.912

***

p<.001

※ 주: 경제수준(a=하, b=중, c=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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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부모세대가 이러한 요인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층의 경우 성인의 기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범을 가지
고 있음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과 ‘독립과 상호의존’과 같은 요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을 꾸리고 부
양․양육하는 능력과 자신에 대한 책임과 상호의존이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논의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성인됨’에 대한 규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서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는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Arnett(2001)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rnett(2001)의 조사도구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기에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수정하였고, 성인의
기준에 대한 원 설문도구의 개별항목별로, 그리고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별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이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별 차이와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간 인식차이를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Arnett(2001)의 성인의 기준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개별 항목은 ‘자
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응답자의 98%가 이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가
족을 지키고, 부양하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과 관련된 항목들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결정
하는 것도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성인의 기준으로서 중요도에 대해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들은 연령효과로 인한 인식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규범이 확연하게 변화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전통적으로 성인으로서 당연시되던 역할이
행에 대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부여하는 것을 볼 때 두 번째 추측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6개 요인 중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의 중요도
가 가장 높다는 결과는 성인의 기준에 대한 규범이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다거나 역할이행에 대
한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성장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하던 전통적 가치관을 그대로 수
용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보려는 경향이 표면적으로는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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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것은 전통적
인 사고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시기가 점차 연기되고
있고, 이 두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요인보다는 비자발
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미수행에 대해 적절한 사회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개인 선택의 문
제로 여기게 되는 경향은 점차 강화될 것이며, 이는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미수행 현상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세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규범준
수’, ‘허용 행동’, ‘역할 이행’,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연령 이행’ 등 6개 요인들에 대해
청년과 부모세대 간 인식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기성세대들이 청년들
보다 이러한 요인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출된 6개
의 요인들에 대한 성별 인식차이에서도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과 ‘독립과 상호의존’을 여
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 모두
‘규범준수’, ‘허용행동’, ‘역할이행’, ‘연령이행’ 요인들에 대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요인
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범준수나 역할이행과 같이 현 사회에서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중요
시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소위 ‘정상적’인 경로를 선택할 것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꺼리는 양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현
재 한국사회에서 부모나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지원 격
차가 매우 크며,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자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
적, 정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은기수 외, 20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성인
기 이행에 대한 규범이 상이하다는 결과는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준비할 때 부모
가 제공하는 가이드와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성인기 이행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맥락이나 성인기 이행의
지연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예: 청년실업, 저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성
인기 이행과 관련된 가치와 신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사회에 적합한
성인기 이행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 방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성장세대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떤 규범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필요와 개인의 선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인기 이행 모델의 도출이 가능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탐색하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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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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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Korean Perspectives

Sun-Young Ahn

Heuijin Ki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were examined among emerging adults(age 19-24) and midlife adults(age 49-54). Arnett's questionnaire was administerd to 2,000 emerging adults and 1,000 mid-life
adults. Both emerging adults and mid-life adults tend to believe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your actions’ as most necessary for becoming adults. Overall, family capacities including ‘capable of
keeping family physically safe’ and ‘capable of supporting family financially’ are deemed important criteria
for becoming adults. To adapt the instrument to Korean culture,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it
revealed six sub-scales: Family capacities, norm compliance, legal transition, role transition,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and chronological transition.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amily capacities’
and ‘norm compliance’ with the stronger endorsement of female respondents in both criteria. In both
emerging adults and mid-life adults, the higher their economic status is, the stronger endorsement they
showed in ‘norm compliance’, ‘legal transition’, ‘role transition’, and ‘chronological trans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lows us to identify the values and beliefs regarding transition to adulthood and its
changing patterns in South Korea.

Key words : becoming an adult, transition to adulthood,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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