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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정은 인

간이 태어나서 가장 인간다움을 습득할 수 있는 1차적 생활 장소이

자 한 인간의 기초적인 과정을 익히고 발전시켜가는 곳이며 이러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가장 구심점이 되어 자

녀에게 모델이 된다[1]. 그러나 최근 만혼 현상, 직업과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

택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자녀 수의 감소는 부모의 역할 수행의 양은 줄여주었으나 

오히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녀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되면서 심각하고 힘든 역할전이를 경험

하게 된다[2]. 즉, 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친밀함이 감소하며 부모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인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

적인 측면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

키게 된다[3]. 더욱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유

기, 청소년 비행 등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부

분이다[2]. Holden과 Ritchie [4]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부모역할을 크게 양육역할, 관리

역할, 발달자극역할로 요약하여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부모가 되기 이전에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생들이 속해 있는 초기 성인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인간

발달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구축해가는 시기

이다. 이 시기에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던 자아개념이 의식적

인 노력으로도 형성되며 아동기까지의 모든 발달 과제들이 재통합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상을 정립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예비 

부모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5]. 부모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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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가족과 관련된 부

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6].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일환인 

2011-2015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녀돌봄 지원강화

와 부모역할 지원에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교육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모 교육활성화의 일환으

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활성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에 대한 예방과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에서

도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부모 교육의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교육 개발의 ‘근거(evidence)’가 정

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7],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 

시대의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

층적인 탐구는 최근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

으로 제안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방향과 시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탐구를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스티븐슨에 의해서 창안된 방법

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8].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이 이해하는 틀

(frame)로 세상을 바라보며, 경험을 구조화하며, 판단하고, 행동하

게 된다. 각 개인은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에 수없이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지

만,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

sentation)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나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해 대학생들의 개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주관적 태도와 경험을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인하고

자 한다.  

부모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부모역할 개념을 성역할, 통제  훈육, 성장자극의 3영역으

로 구분하여 확인하였고[10,11], 대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로서 양육환경 조성, 부모의 민감성, 신체

돌보기, 성장발달로 파악하였다[12]. 또한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역

할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부모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양육 

만족감,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

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고[13,14], 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발달자극 역할과 양육역할로 구분하

여 파악하였으며[1],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을 제

안하는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크게 2영역으로 구분하여 양육책

임감의 영역에서 자원제공자, 양육자의 역할과 양육참여의 영역에

서 발달적 지지자, 돌보기 및 지도자, 함께하는 활동자의 역할을 제

시하여 분석하였다[15]. 위와 같이 부모역할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

구의 동향은 주로 현대의 저출산과 결혼기피현상에 대한 진단에 초

점을 맞추어 경제적 상황, 결혼 희망연령, 출산의사 유무와 같은 사

회, 경제적 관점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모역할에 따른 

자녀의 심리, 정서적 영향, 학업성취와 같은 초중고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선행연

구들은 주로 기존 선행연구의 문헌을 통해 구성한 구조화된 질문

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의 역할은 전통적인 역할과 상당히 다른 양

상을 보이는데 현대사회의 부모역할은 이전과는 다른 상실과 갈등

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이전에 사용된 

부모됨에 대한 도구를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시

대적 상황에 따른 부모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발달의 주요한 문제는 부모의 

양육활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부모가 되기 

직전의 초기 성인인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하여 인식 정도를 조사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 중 부모

는 물론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인간 

발달과정과 아동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

을 가지고 있어 부모역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대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역할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

하고 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부모역할과 부모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추후 다른 

학문 분야와는 차별화된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식 및 부모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

한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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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한다.

2)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방법

1. 표집 방법

1) 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Q-Sample)

Q모집단의 구성을 위해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에 관련

된 내용을 선행연구[16,18]에서 추출하고, 이와 함께 J시와 C시에 있

는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문헌과 선행

연구, 서적을 통하여 추출된 자료들로 진술문 내용이 중복되지 않

도록 정리하여 2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는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본 면담에 대하여 면담에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서 심층 면담하였다. 1인당 면담에 소

요된 시간은 60-90분이었고 면담 시 질문내용은 “부모역할이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였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얻고 면담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기록한 원 

자료에서 대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

하였다. 이러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총 7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

여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수집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부모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은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환경, 정서, 교육 및  관계의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각 범주에 속한 진술문은 최소 8개부터 최대 14개까

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진술문 중에서 상이하며 가장 변별력

이 높은 진술문 37개를 Q표본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모호한 표현 또는 단어 선택, 문맥의 상충 여부 등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부모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고찰과과 간호학 교수 3인의 간호학과 교수에 의해 수

정, 보완을 거쳐 최종 37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2) P표본의 선정(P-Sample)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 individual differences in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수가 

커지면 통계학적으로 문제를 갖게 된다[19]. 이러한 근거로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P-표본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39명을 편의표집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이 불성실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시켜서 총 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3) Q 분류(Q-sorting)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P-표본에게 37개의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우선 긍정적으로 느끼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반대하는 진술문

은 왼쪽에, 중립적인 진술문은 가운데로 분류하게 하였다. 같은 방

법으로 부정하는 진술문 중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은 -4 (1)에 두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해 나가도록 하고 긍정하는 진술문 중에서 가

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4 (9)에 놓게 함으로써 중립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해서 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이유를 직접 작성하거나 후속 면

담을 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37명의 수집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

로 시작하여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가장 긍정하는 문항을 9

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QUANL (http:// www.ks sss.org/

pds_kssss.ph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J시와 C시의 대학의 3, 4학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진행절차

를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

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

료, 질문지와 면담기록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됨을 설

명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

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1. Q-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부모

역할에 관한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은 55.3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

별 설명력을 보면 제1요인이 34.54%, 제2요인이 8.534%, 제3요인이 

6.98%, 제4요인이 5.26개로 나타났으며(Table 2), 이들 각 유형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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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Var No. Sex Age Family type Birth order Marital intimacy of parent Parent child Intimacy Family climate Factor weights

Type I 3 F 20 Nuclear 1st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22
(N = 13) 4 M 23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71

9 F 22 Extended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90
11 F 23 Nuclear 1st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52
14 F 21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intimate Authoritative 0.48
18 F 24 Nuclear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61
21 M 22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Authoritative 0.21
22 F 20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41
26 F 20 Extended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31
27 F 20 Nuclear 2n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49
28 M 23 Nuclear 2n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61
30 F 20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61
33 M 24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Authoritative 0.67

Type II 5 F 25 Nuclear 1st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14
(N = 10) 7 F 21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66

10 F 25 Nuclear 2nd Very Not Intimate Very Intimate Authoritative 0.40
16 F 23 Nuclear 1st Very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42
17 F 21 Nuclear 1st Very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55
19 F 21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67
20 F 24 Nuclear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64
31 F 23 Nuclear 3r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60
32 F 21 Nuclear 1st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2.08
34 F 25 Nuclear 3rd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22

Type III 6 F 25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2.66
(N = 4) 12 F 23 Nuclear 2nd Very Not Intimate Very Intimate Authoritative 0.30

36 M 25 Extended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2.66
37 F 22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2.66

Type IV 1 M 25 Extended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1.20
(N = 10) 2 F 22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Authoritative 0.58

8 F 25 Extended 2nd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30
13 F 20 Extended 1st Intimate Ordinary Democratic 0.25
15 F 22 Nuclear 2nd Ordinary Very Intimate Democratic 0.62
23 F 20 Nuclear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45
24 M 23 One parent 2nd Ordinary Very Intimate Democratic 0.54
25 F 20 Nuclear 1st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47
29 F 20 Nuclear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29
35 F 21 Nuclear 3r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19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12.7794 3.1562 2.5814 1.9478
Variance (%) 34.54 8.53 6.98 5.26
Cumulative Variance (%) 0.3454 0.4307 0.5005 0.5531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II 0.450 1.000 0.184 0.383
Type III 0.148 0.184 1.000 0.162
Type IV 0.510 0.383 0.162 1.000

관계는 Table 3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37명은 제1유형은 13명, 제2유형은 10명, 제3유

형은 4명, 제4유형은 10명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인자가중치가 

1.000 이상인 사람이 제1유형에 2명, 제2유형에 3명, 제3유형에 3명, 

제4유형에 2명이 속해 있었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

은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

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대상자이다.

2. 유형별 분석 

제1유형: 친구 같은 부모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3명으로, 평균 나이 24세였

으며, 부모의 부부사이가 대체로 친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가정 분위기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올바른 인격 성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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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 =1.73)’였고,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

해 인격적으로 자녀를 존중해주어야 한다(Q31/Z =1.53)’, ‘고민거리

가 있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Q26/Z =1.10)’,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Z =1.10)’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Q13/

Z = -2.26)’,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2.25)’, ‘집안의 가

풍 또는 가훈을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Z =  -1.64)’, ‘돈이 없

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  

-1.31)’순이었다(Table 4). 또한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

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자녀를 존중해주어야 한다(Q3/Z =1.52)’, ‘고민거리가 있

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Q26/Z =1.11)’,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 =1.73)’순이며, 타 유형에 비해

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정하여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

Z = -1.64)’,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믿어준다(Q25/Z = -1.16)’, 

‘통금시간이나 TV 시청 등 자녀행동에 대한 적당한 통제를 해준다

(Q17/Z =  -1.06)’,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

이어야 한다(Q23/Z = -1.31)’순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897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9번은 가족형태가 대가족이며 출생순위는 첫째 부모님의 부부관

Table 4. Q-statements and Z-scores

Q - Statement
Z-score

Type I (n = 13) Type II (n = 10) Type III (n = 4) Type IV (n = 10)

Q1. The child's parents to provide a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1.83  1.57 1.80 -0.70
Q2. The composition of a warm atmosphere. 1.10 1.73  0.00 1.00
Q3. Parent must have a stable income. 0.93 1.08  -1.34 -0.80
Q4. Parents always talk about kids and kids around issues. 0.74  1.77  -0.50 0.54
Q5. Should be made   non-violent home environment. 1.32 1.61 -0.42  0.14
Q6. Must be nurtured so that their children can have the good personality. 1.73 1.59   0.91 1.26
Q7. Develops independence without parent's helping. 0.32   0.64 0.91  0.32
Q8. Helps identify the limits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for child's behavior. -0.45 0.64 0.92 -0.32
Q9. The wait to give children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many things. 0.32   0.91 0.00 -0.44

Q10. The right to enter into the wrong way to hold your child. 0.54 0.70 1.77 0.80
Q11. Take care of the child when the child is sick. 0.61 0.92 -0.40 0.24
Q12. Helps to have the confidence that you can do anything themselves. 0.21 0.82 1.27 0.51
Q13. parent should be shelter there child. -2.36 -0.91 0.44 -2.41
Q14. Praise the child's behavior and admits to have selfesteem. 0.11 0.61 1.75  1.96
Q15. Being a Gender role model. -0.40  0.00 -1.74 -0.60
Q16. Sacrifice themselves for their children. -2.25  -0.94 -1.41 -2.40
Q17. The proper control of child Indulgences behavior. -1.06 -0.4 -0.5 -1.01
Q18. Should be planted in a dream about the future. -0.30  0.53 -1.40 0.40
Q19. The understanding of the child's thinking and behavior. -0.60 -0.22 -0.91  0.43
Q20.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be tough. 0.32  -0.14  1.35 0.00
Q21.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0.21 -0.03 -1.74 1.01
Q22. This consensus should be formed through the exchange of emotional feelings. -0.11  0.14 -1.70 0.82
Q23. Even though they are poor, parent teach to have positive thinking. -1.31 0.22 1.37 1.09
Q24. Lots of love to give to the children so they think they might be able to love someone. -0.52  0.21 -0.54  1.99
Q25. The children always believed in any situation. -1.16 -0.5 0.00 -0.60
Q26. When your child is distressed, give the opponent a convertsation. 1.11  -0.6  0.52 -0.11
Q27.  Taking into account the child's abilities and interests, and help to select and prepare  

    the school, vocation.
0.00 -0.92 0.40 0.01

Q28. Parents should be the model as a member of society. -0.91 -1.30 0.00 -0.61
Q29. Parents should be close to comfort child and should be like a friend to tell a worry. 0.42 -1.05  0.06 0.72
Q30. Not bound to the child and Achieves better the lives of their parents. 0.46 -1.12 -0.92 0.31
Q31. Respect the child and should be treated as personal. 1.53 -1.00 0.53  0.94
Q32. Parent needs to be exemplary in moral and law-abiding parents. 1.02  -1.05 -0.9 0.00
Q33. Should help to have the right perspective and interest in social issues. -0.83  -1.45 -0.14 -0.39
Q34. Instruct child's learning. -1.01  -1.72  0.80 -1.71
Q35. Should help to be able to discover and to develop the talents of the children. 0.61 -1.13  -0.00 0.27
Q36. To the child's growth economic support is needed. -0.24 -1.44 -0.94 -1.25
Q37. Learn their own unique family traditions. -1.64 0.31 0.4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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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보통,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보통이라고 말한 22세 9번 대

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3)’였으며, 이러한 항목

을 선택한 이유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함으로써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족에게 기댈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1.613인 

30번 연구 대상자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

어 준다(Q26)’,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였

다. 그 이유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부모여서, 가정이 폭력적이면 부모를 가깝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

에” 라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다.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돌

봐주고 자신의 전부를 바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친구 같은 부모형’으로 명명하였다.

제2유형: 안정감 구축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나이 24세, 

부모의 부부사이는 친밀한 편이며 본인과 부모와의 사이도 친밀한 

편이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부 관계가 화목하여 부모

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Z =1.77).’에 가장 동의하였고, 다

음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

위기를 조성한다(Q2/Z =1.73)’,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Z =  1.61)’,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

다(Q6/Z =1.59)’,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준다

(Q1/Z =1.57)’,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

Z =1.08)’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한다(Q34/Z = -1.72)’이며 그 뒤로는 ‘시사문제 또는 사회

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Q33/Z = -1.45)’,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다(Q36/

Z = -1.44)’, ‘사회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Q28/Z = -1.30)’,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한다

(Q35/Z = -1.15)’,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 자신들의 인생도잘 이

루어 나간다(Q30/Z = -1.12)’,  ‘도덕과 준법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Q32/Z = -1.05)’,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

모가 되어야 한다(Q29/Z = -1.05)’순이었다.

제2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부부 관계가 화목하여 부모가 자녀문

제를 함께 의논한다(Q4/Z =1.77)’를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고 ‘안정

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Z =1.73)’, ‘폭력적이

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3/Z =1.61)’, ‘부모는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 =1.08)’순이었다. 타 유형

에 비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자녀의 학습을 지도

한다(Q34/Z = -1.72)’,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인 뒷바

라지를 한다(Q36/Z = -1.44)’, ‘사회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Q28/Z = -1.30)’, ‘시사문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관

심을 갖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Q.33/Z = -1.46)’, ‘자녀의 재능

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Q35/Z =  -1.15)’, ‘자녀에게 얽

매이지 않고 부모 자신들의 인생도 잘 이루어 나간다(Q30/Z = -1.12)’, 

‘도덕과 준법생활에 본보기가 된다(Q32/Z = -1.05)’,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Z = -1.05)’

순이었다.

제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079를 나타낸 연구 대상자 

32번은 21세 여학생으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며, 출생순위는 첫

째, 부모님의 부부사이는 친밀하며,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 분위기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32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안정감을 주는 따뜻

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부모

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 ‘부모는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 ‘부모는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을 갖는다(Q3)’였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은 정서

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가정의 안정은 정

서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1.6742인 19번 연구 대상자는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

여 부모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 ‘부부는 기본적인 의식

주를 자녀에게 마련해 준다’,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에 강하게 동의하며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가족의 구조적 안정으로 가족의 내구

성이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

의를 한 항목은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Q31)’,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너무 자녀를 인

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기 때

문이며 너무 친구처럼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는 

안정적인 가정을 구축하는 역할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부부의 

결속이 단단하여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가

족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로 판단

되므로 ‘안정감 구축형’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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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훈육지도형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24.7세 부모

의 부부관계 친밀 정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 정도 모두 친밀한 

편이었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제 3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나타난 진술항목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3유형 중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준다(Q1/Z =  1.80)’,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

아준다(Q10/Z =1.77)’,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17.5)’,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

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1.37)’,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

와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Q20/Z =1.35)’,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Q12/Z =1.27)’순이었다. 반면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 =  -1.34)’, ‘장래에 대해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Q18/Z =  

-1.35)’,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1.37)’, ‘감정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Q22/Z = -1.71)’,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Q21/Z = -1.74)’,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

남성상의 모델이 되어준다(Q15/Z =  -1.74)’순이었다. 제3유형이 타 유

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

녀에게 마련해준다(Q.1/Z =1.80)’,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아

준다(Q10/Z =1.77)’,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

적이어야 한다(Q23/Z =1.37)’,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와 지지를 해주

어야 한다(Q20/Z =1.35)’,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Q.12/Z =1.27)’순이며,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남성상의 모델이 되어준다(Q15/Z = -1.74)’, ‘자

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Q21/Z = -1.74)’, ‘장래에 대해 꿈

을 심어주어야 한다(Q18/Z = -1.35)’,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

인 수입을 갖는다(Q3/Z = -1.34)’, ‘감정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

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Q22/Z = -1.71)’순이다. 제3유형에서 가장 높

은 인자 가중치 2.6512를 나타낸 연구 대상자 6번은 가족형태가 핵

가족이며  출생순위 둘째,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매우친밀,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친밀하다고 하고 가정 분위기는 권위적이

라고 응답한 21세 여학생이었다. 

위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아준다(Q10)’이며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를 훈

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

였다. 또 인자 가중치 2.5612인 36번 대상자는 ‘올바른 인격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 ‘행동에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구별해

준다(Q8)’에 강하게 동의하며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는 부모의 적극적인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Q31)’,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자녀

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

기 때문이며 너무 친구처럼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

은 자녀가 바른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는 편안한 친구이기

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훈육을 

통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

로 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대상

자들로 판단되므로 ‘훈육 지도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유형: 인성 양육형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나이 21.8세, 부

모의 부부관계 친밀 정도는 친밀한 편이며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도 

친밀한 편이었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4유형 중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사랑을 많이 주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Q24/Z =1.99)’, ‘자녀의 행동을 칭

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  1.96)’,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 /Z =1.26)’, ‘돈이 없어도 행복

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1.09)’ 순이었

다. 반면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

(Q13/Z = -2.41)’,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2.37)’, ‘자녀의 

학습을 지도한다(Q34/Z = -1.71)’,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인 뒷바라지를 한다(Q36/Z = -1.25)’,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정하여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Z = -1.08)’, ‘통금시간이나 TV 

시청 등 자녀행동에 대한 적당한 통제를 해준다(Q17/Z =  -1.01)’순이

었다. 제4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동의하는 항목은 ‘사랑을 많이 주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Q24/Z =1.99),’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  

1.96)’순이고, 타 유형에 비해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Q13/Z = -2.41)’,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2.37)’순이다. 제4유형에 속한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인자 가중

치 1.212를 나타낸 연구대상자는 1번으로서 여학생이며, 가족의 형

태는 핵가족, 출생순위는 둘째, 부모님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라

고 응답하였고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위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의 행동을 칭찬

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이며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양육되어야 타

인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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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중치(1.1856)인 35번 대상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

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에 강하게 동의하며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정도와 행복한 가정은 비례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부모의 역할

이라고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Q16)’.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였고 항목 선

택의 이유는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자랑스러웠고 부족한 살림이 부끄러운 적은 없

었다. 경제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것은 부모의 필요조

건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

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는 자녀가 존중받고 한다고 생각하며 어

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

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제4유형 대상자들은 

‘인성 양육형’ 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간의 공통적인 견해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각 유형

마다 각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의 특성 중에

서 공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

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3/Z = Z =1.42)’,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 =1.36)’에 강한 동의를 보였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에 대한 공통적 견해는 부모

는 자녀와 정서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

녀의 심리 정서적인 영역을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주관성에서 출

발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

색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친구 같은 부모

형’, ‘안정감 구축형’, ‘훈육 지도형’, ‘인성양육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짐을 발견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부모 됨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16] 나타난 ‘자녀의 대화 상대’,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

록 적당한 수입 갖추기’, ‘자녀의 사회성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등의 

역할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부모는 자녀가 고민과 걱정을 털

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상이어야 하며, 정서적으로 친

밀한 친구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전통적인 부모의 근엄한 태도가 아닌 친구 같은 

부모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가장 높은 영향력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발간한 ‘2015 삶

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은 하

루 6분으로 OECD 평균 47분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결과와 우리

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으며, 중고생

의 46.3%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결과[14,20]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자녀

들은 상당수 그들의 부모와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이 부족한 상황

에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기대)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수행)이 차

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1].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

계가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의 각 발달 단계에 필

요한 절절한 양육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교육 요구조사 관련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22] 부모교육 대상자들의 요구 중 교육담당자에 대한 요구도에 있

어 57.3%로 가장 많은 수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한 결과나, 간호사가 전문가 집단 가운데 의료기관 및 지역사

회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그들

의 부모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고, 인간의 발달과정

과 신체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무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역할을 개발시키고, 양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직[23]의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부모역

할의 진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간호학적 진단 및 

부모교육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제1유형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자녀에게 바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대상자의 

심층 면담내용을 분석해보면 ‘부모의 희생적인 전통적인 역할은 바

람직하지 않고, 자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낳아 길러야 한다는 입

장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정서적인 존재로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13,18], 현대의 부모는 전통적인 부모역할과

는 달리 부모역할 이외의 성인기의 과업과 균형이 강화된 형태를 바

람직한 부모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유형은 ‘안정감 구축형’으로서,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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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대학생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12] 부모 역할의 하부영역 중 양육 관련 환경에 관한 문항

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역할이 ‘가정

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인식하는 제2유형들은 청년 실업률이 증

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상황을 부모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의 불안정

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24]. 그러므로 가족의 안정

성 구축을 위하여 가족 형성과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인 요인 이외에도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들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유형은 ‘훈육 지도형’으로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의 훈육

과 지도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결과

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위

에 관한 내용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25] 나타난 ‘올바른 훈육’ 에 

대한 범주와 유사하며, 대학생의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

[11]에서는 부모의 역할의 영역을 통제 ·훈육, 성장자극의 3영역으로 

구분한 것과도 일치하여 부모역할에 있어 훈육의 역할은 공통적으

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자녀가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유해환

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이에 대해 보호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행동문제 및 일

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26] 부모의 관리 및 감독의 부재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27] 지지한다.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내재시키고

[28] 유해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력이 낮아지게 한다[29]. 즉 부모

의 훈육 지도가 부모의 역할 중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사회의 경우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낮은 아동들이 비행수준이 더 낮았다[30]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

으며 사회적 자원이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감독의 보호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부모의 훈육지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유형은 ‘인성 양육형’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해 및 존중’

하는 역할을 하며 자녀의 인성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유형이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한 자녀의 인성교육의 주요 요소들은 타인배

려, 소통, 책임, 자기주도 등으로서 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

성, 개성, 도덕성이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31].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떤 기준과 인식을 가지

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

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닌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주관적 

구조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부모

역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친구같은 부모형’, ‘안정

감 구축형’, ‘훈육 지도형’, ‘인성 양육형’의 4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은 55.3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

력은 제1요인이 34.54%, 제2요인이 8.534%, 제3요인이 6.98%, 제4요인

이 5.26%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은 네 가지

로 나뉘어져 각 유형마다 각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네 가지 유형

의 특성 중에서 공통적으로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

야 한다(Q6/Z =1.36)’에 강한 동의를 보여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 올

바르게 갖추어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 스스로 부모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바

탕으로 구성한 진술문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을 기초로 개인의 주관성

이 고려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교육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가 인식한 부모역할 유형과 부모가 인식한 부모역할 사

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하는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인

식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토대로 부모역할의 수행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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