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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매개변수는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

대로 인한 부담이고, 심리적 적응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 두 가지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삶 전반에 깊이 관여

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성인기 이행의 지연으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

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장기화되었으며, 헬리콥터 부모

역할(helicopter parent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우

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그렇지 않다

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있어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 총 46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

4월에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

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년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우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청년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

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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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우울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청년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았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으면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

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였으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 않았다. 헬리콥

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이 높았고,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경험하는 청년은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

고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

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헬리콥터 부모역

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

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통하여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셋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높은 우울로 이어지기도 하고,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기도 하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 청년(young adults),

부모에 대한 친밀감(intimacy with parents),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우울(depressive symptoms)

학 번 : 2015-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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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립된 성인으로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김은정, 2015; Arnett, 2000; Cullaty, 2011). 그러나

최근 교육기간이 연장되면서 졸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청년들이 부모로

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장

기화되었다. 성인기 이행의 지연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청년기 과업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20대 청년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

한 청년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포

함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취업한 청년 집단에 비해 부모의 개입과 진로

관련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에 관심을 가짐으

로써 미취업 20대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외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LeMoyne &

Buchanan,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 Schiffrin, Liss,

Miles-McLean, Geary, Erchull, & Tashner, 2014). 헬리콥터 부모역할1)

1) ‘Helicopter parenting’이라는 용어의 국문번안은 연구자에 따라 헬리콥터 부모역
할(유계숙, 2014; 유계숙, 유행, 2014; 유계숙, 장경은, 2016), 헬리콥터 양육(안혜
연, 2016; 우진주, 2016; 이용화 외, 2014; 이지수, 2016; 채명옥 외, 2016; 최미혜,
2015), 과보호적 양육행동(한채영, 2016) 등으로 다양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양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
터 부모역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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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년기 자녀들이 많이 경험하는 과잉부모역할의 한 유형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 전반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녀의 자율적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LeMoyne & Buchanan, 2011). 국

내에서도 최근 2-3년간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려는 연구(유계숙, 장경은, 2016; 이용

화, 김지현, 임소연, 채명옥, 이혜림, 오진아, 2014), 한국의 헬리콥터 부

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채명옥, 임소연, 이용

화, 김지현, 오진아, 2016; Kwon, Yoo, & Bingham, 2016),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안혜연, 2016; 우진주, 2016; 유계숙, 2014; 이

지수, 2016; 최미혜, 2015; 한채영, 2016)가 이루어졌다.

부모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개인보다는 가족과의 관

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는 부모의 개입

이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특성을 가진 양육행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최미혜, 2015; Kwon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한두 명의 자녀에게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자녀에 대한 과잉 개입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유계숙, 2014). 또

한 높은 교육열로 대표되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20대 청년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학업 관련

지원을 제공하거나, 진로 선택이나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LeMoyne & Buchanan, 2011; Schiffrin et al, 2014)와 부

정적이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Kwon et al., 2016; Padilla-Walker & Nelson, 2012; Segrin,

Woszidlo, Givertz, Bauer, & Murphy, 2012)가 존재하고 있어서, 헬리콥

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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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용인되는 문화의 영향을 받

은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사

랑과 관심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유계숙, 장경은,

2016).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자녀에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동시에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

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자아정체감(최미혜, 2015; 한채영, 2016), 유능성

(Schiffrin et al., 2014), 자기효능감(이지수, 2016;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내적통제감(LeMoyne & Buchanan, 2011;

Kwon et al., 2016)과 같은 개인 수준의 매개변수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

만 이러한 개인 심리적 특성 외에도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특성이 어떠

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인기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청년기에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

하게 되면서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김은정, 2015; Aquilino,

2006). 이 시기에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Arnett, 2000; Cullaty, 2011) 한국의 경우 독립을 강조

하는 서구와는 달리 청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부모자녀

관계가 청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년의 부모자녀관

계 특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

로기대 부담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Roberts와 Bengtson(1993)은

부모자녀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 유대 즉, 부모

와의 친밀감, 애정이라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

는 행동과 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며(김민정, 2016), 부모와 친밀한 관계

를 가진 자녀는 행복감이 높고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송인숙, 2013;

Arnett, 2015; Roberts & Bengtson, 1993). 한편, 청년기는 진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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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로 인한 부담이 진로

와 관련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청년들은 부모의 기대로 인

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심호규,

2007),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

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정예지, 유계숙, 2015). 이때 헬리

콥터 부모의 영향을 받은 청년은 부정적 정서를 더욱 높게 지각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녀

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심리적 적응은 긍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변

수로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변수로 우울을 선정하였다.

먼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

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봄으로써 청년 자녀의 삶의 만

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만 19-29세의 취업상태가 아닌 비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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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1.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1.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2.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우울의 관계를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1.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2.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우울의 관계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를 도식화 한 연구모형은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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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청년과 심리적 적응

학업의 종결, 취업, 결혼과 같은 청년의 발달 과업이 지연되면서, 부모

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지원을 제공받는

청년들이 증가하였다(안선영, 2010; 이재림, 2015; Fingerman, Cheng,

Wesselmann, Zarit, Furstenberg, & Birditt, 2012). 이에 따라 청년 자녀

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개입도 과거보다 장기화되었다(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성인기로의 이행

이 지연되는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발달심리

학자인 Arnett(2000)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청소년기도 성인기도 아

닌 새로운 발달단계로 성인이행기(emerging adulthood)2)라는 개념을 제

안하였다. Arnett(2007)에 따르면 성인이행기에는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불안정

성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또한 부모에 대한 의존

에서 벗어나 심리적, 물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도 변화를 경험한다.

성인이행기 또는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20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rnett(2000)은 성인이행기를 만 18세에서 25세로

보다가, 최근에는 만 18세에서 29세로 연령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Arnett & Schwab, 2012).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

대 후반의 시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청년으로 정의하였다(김은정, 2011;

김은정, 2015;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

수, 2012; 차승은, 2014).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2) ‘Emerging adulthood’의 국문 번안은 연구자에 따라 발현성인기(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성인발현기(김은정, 2015), 성인모색기(김은정, 2011), 성인
도래기(주경필, 2015), 성인이행기(김주은, 이재림, 2015) 등으로 다양한데, 본 연
구에서는 ‘성인이행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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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Arnett, 2000; Cullaty, 2011),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

업이다. 또한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부모로부

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최근 20대 청년 대다수가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김은정,

2011). 학업기간과 취업 준비기간의 연장은 20대 청년의 독립을 더욱 어

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의존할 수밖에 없다(김은

정,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경제

적 차원의 독립을 넘어 삶 전반에 있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반면(곽윤영, 정문자, 2010), 청년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취

업상태가 아닌 청년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

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5; 정수남 외,

2012). 즉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의 개입, 부

모의 통제와 영향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김은정,

2015).

학생이나 미취업 상태로 청년기를 보내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전예지, 이재림, 2014). 또한 청년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부

모 개입은 청년의 우울과 불안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채영, 2016;

Lemoyne & Buchanan, 201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모의 개입과

청년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에 관한 기

존 연구는 주로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서 다양한 청년 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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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청년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매우 적다(공수연, 양성은, 2012; 김은정,

2015; 남재량, 2011;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2013; 전예지, 이재림, 2014;

차승은,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만 19

세에서 만 29세의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대학생 및

미취업 20대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심리적 적응은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한다(신기영, 옥선화, 1997; Bryant & Veroff, 1982). 우울이

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다고 해서 긍정적 정서 상태를 나타

내는 것은 아니고,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다고 해서 우울하지 않은 상태

를 의미하거나 긍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Veit

& Ware, 1983). 또한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

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측

면을 대표하는 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변수로

우울을 선정하고자 한다.

2.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개념과 측정

최근 국내외에서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녀의 문제를 대

신 해결해주고자 하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부모역할에

주목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helicopter parenting)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였다. 해외에서는 2010년 이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헬리

콥터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헬리콥터 부모역

할에 대하여 LeMoyne과 Buchanan(2011)은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된

다고 믿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자율적

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adilla-Walker와 Nelson(2012)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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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통제와 관여를 하고, 자율성을 제한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egrin et al.(2012)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자녀

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발달상 적절하지 않

은 행동으로,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 자녀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chiffrin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헬리콥터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하고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해외에서 등장한 개념이지만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개입으로 자녀의 자율성, 독립성 발달을 저해하는 부

모역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 청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 국내에서도 최근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헬

리콥터 부모역할의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유계숙, 장경은, 2016;

이용화 외, 2014)가 이루어졌다. 진화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개념을 분석

한 이용화 외(2014)의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깊이 개입하기’,

‘주위를 맴돌기’, ‘대신 결정하기’의 3가지 속성이 있다고 밝혔다. 헬리콥

터 부모는 자녀 주변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자녀에게 깊이 개입하며, 자

녀의 의견을 수용하기 보다는 부모의 지시를 따르게 하거나 부모가 대신

결정하려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혼합적 분석 방법으로

한국 대학생이 인식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개념과 속성을 알아보고자

한 유계숙과 장경은(2016)의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을 통해 헬리콥터 부

모역할의 속성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은 ‘속박에 이를 정

도의 과도한 개입’, ‘자녀에 대한 감독/지시’, ‘부모가 대신 문제 해결’의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헬리콥터 부

모역할의 속성으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 ‘자녀의 삶 관리’, ‘자녀에 대한

보호’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의 삶 전

반에 깊이 관여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는 부

모행동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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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 개념 외에도 과잉부모역할

(overparenting), 과잉 개입 또는 간섭(overinvolvement), 과보호

(overprotection), 통제(parental control, overcontrol)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주로 대학생 또는 청소년기

이후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Segrin et al., 2012),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녀

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행동적, 심리적으로 통제

하는 부모역할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유계숙, 장경은, 2016;

Padilla-Walker & Nelson, 2012). 본 연구에서는 LeMoyne과

Buchanan(2011), 유계숙과 장경은(2016)의 정의를 참고하여 헬리콥터 부

모역할을 자녀가 청소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의

삶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자녀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허

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다.

해외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

정하기 위하여 LeMoyne과 Buchanan(2011)이 개발한 Helicopter

Parenting Scale(HPS)이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지금까지 성장과정

동안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두 번째로는 18세에서 23세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Schiffrin et al.(2014)이 개발한 Helicopter

Parenting Behaviors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헬리콥터

역할에 관한 9문항과 자율성 지지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모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를 5문항으로 측정한 Padilla-Walker와 Nelson(2012)의 척도

가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척도 중에 한국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도구로 LeMoyne과 Buchanan(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유계숙(2014)이 한국어로 번안

하고, Kwon et al.(2016)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척도는 헬리콥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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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역할의 수준을 규범적 수준에서부터 역기능적 수준의 개입까지 포괄적

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유계숙, 유행, 2014), 여러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

뢰도가 검증되었다(안혜연, 2016; 유계숙, 2014; 이지수, 2016; 최미혜,

2015; 한채영, 2016; Kwon et al., 2016). 또 다른 척도로는 Schiffrin et

al.(2014)이 개발하여 채명옥 외(2016)가 타당화한 척도가 있다. 이 척도

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척도이기 때문에, 주로 전공, 진로, 학교생활, 수업, 과제, 학점 관련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Moyne과 Buchanan(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부모역

할 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20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

하고자 한다. 자녀가 보고한 응답만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부모의 행동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부모의 행동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자녀의 생각이나 태도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권소희, 이재림, 2014; 문경주, 오경자, 2002), 자

녀의 입장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

은 의미 있는 측정방식이 될 수 있다.

3.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의 우울, 삶의 만

족도와 같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하는 청년들

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삶

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eMoyne &

Buchanan, 2011; Nelson, Padilla-Walker & Nielson, 2015;

Padilla-Walker & Nelson, 2012). 또한 높은 수준의 부모 개입은 자녀의

우울, 불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 특히 독립성 규범이 강한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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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역할을 경험한 자녀에게 불안 또는 우울과 같은 정신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LeMoyne & Buchanan, 2011).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주

기도 한다. LeMoyne과 Buchanan(2011)의 연구에서는 성장과정 동안 부

모가 자신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자율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회상한 대학생의 경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sense of control)이 거의 없다고 느껴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

이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Schiffrin et al.(2014)의 연구

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자녀가 인지할수록 삶

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대학생 자녀의

유능성(competence)이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즉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부모

의 행동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메시지를 자녀에

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유능성을 가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자녀의

불안, 우울,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내적통제능력, 유능성 등의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우울이나 정

서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세 편

이 발견되었으며(우진주, 2016; 한채영, 2016; Kwon et al., 2016), 이외에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출산의향 또는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유계숙, 2014),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지수, 2016; 최미

혜, 2015), 사회적 안녕감과 자기평가(안혜연, 2016)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들이 있다.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

리적 통제가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채영(201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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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여대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한국 대학생 자녀의 정서적 안녕

감(emotion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했던 Kwo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인 내적통제감(locus of control)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내외

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로부터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

한 자녀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낮은 안녕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에게 항상 부정

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Segrin et al.(2012)은 헬리콥터 부모

역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많

이 주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부모역할로 바라보았다. 또한

Padilla-Walker와 Nelson(2012)은 부모가 대학 진학 이후에도 높은 수준

으로 개입하고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자녀

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리콥터 부모역할

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

제로 Padilla-Walker와 Nelson(201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 자

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자녀관계 측면 중 부모의 보호,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Kwo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정

서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진주(2016)의 연구에서도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개입이 용인

되는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

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관심 또는 애정으로 받아들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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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였다(Kwon et al., 2016). 실제

로 일부 대학생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한 행동

으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자녀를 보호한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숙, 장경은, 2016).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한채영, 2016; LeMoyne & Buchanan, 2011;

Schiffrin et al, 2014)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Kwon et al., 2016;

Padilla-Walker & Nelson, 2012; Segrin et al., 2012)가 존재하고 있어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개입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자녀에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동시에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때,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

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매개역할

청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의 심리

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헬리콥

터 부모역할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연

구에서 매개효과가 연구되기는 했지만 매개변수가 자아정체감(최미혜,

2015; 한채영, 2016), 유능성(Schiffrin et al., 2014), 자기효능감(이지수,

2016; 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내적통제감(Kwon et

al., 2016; LeMoyne & Buchanan, 2011)과 같은 개인 수준의 변수에 한



- 15 -

정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인 심리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청년 자녀가

경험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심리적 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관계 특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부모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개인보다는 가족과의 관

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규범적으로 받아들여

져 부모가 자녀의 삶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최미혜, 2015; Kwon et

al., 2016). 자녀의 일상생활, 교육, 진로선택 등 삶의 전반에 개입하는 부

모가 증가한 것은 부모가 20대 청년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학생이거나 미취업 상태로 인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학업 기간의 연장과 취업이 늦어지면서 20대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

립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성인기 이행의 지연으

로 인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의존 역시 증가하였다(김은

정, 2015; 이재림, 2015; Lewis, West, Roberts, & Noden, 2015). 일부 청

년들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취업, 진로, 결혼 등의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김희진,

2012; 김은정, 2011; 정수남 외, 2012). 특히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부

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밀착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김은정, 2015).

이 때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기반으

로 형성되며, 부모자녀관계가 청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청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특성 중 청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친밀

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매개변수로 하여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매개변수 각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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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매개역할

Roberts와 Bengtson(1993)은 부모자녀관계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이 부모와의 친밀감이라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

에게 보이는 행동과 태도를 기반으로 형성되며(김민정, 2016), 부모와 친

밀한 관계를 가진 자녀는 행복감이 높고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송

인숙, 2013; Arnett, 2015; Roberts & Bengtson, 1993). 그렇기 때문에 20

대 청년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헬리콥터 부모역할

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달리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

지를 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고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라고 정의한 Padilla-Walker와 Nelson(2012)의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

모역할이 정서적 지지와 같은 부모자녀관계의 특정 측면과 긍정적인 연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부모

의 인정과 지지로 인식하는 경우 부모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2015; Somers & Settle, 2010;

Wartman, 2009).

부모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도 부모의 개입과 통제가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여겨져 자녀에게 오히려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송명숙,

2015). 한국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속성을 밝히고자

한 유계숙과 장경은(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대학생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자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청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자녀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와는 반대

로 부모의 지나친 개입과 통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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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한기백, 2014; Willoughby, Hersh,

Padilla-Walker, & Nelson, 2013),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의 관계가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

구들은, 부모와 친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청년 자녀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여 정신건강이 더 좋았고(Roberts

& Bengtson, 1993), 부모와 서로 존중하고, 애정표현을 자주 하는 청년

자녀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송인숙, 2013). 또한 부모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진 청년 자녀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적

이며, 삶의 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대조적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청년은 우울과 불안이 높았다(김민

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부모자

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청년기에 부모와 맺고 있는 친밀감이 자

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매개효

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김민정, 2016; Arnett, 2015; Roberts &

Bengtson, 1993).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헬리콥터 부

모역할을 경험하더라도, 부모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 이는 정서적

만족과 심리적 안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통해서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매개로하여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

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의 매개역할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통해서도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기는 진로를 준비하고 탐색하

는 시기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루어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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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취

직을 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

으며(전예지, 이재림, 2014; 통계청, 2016), 많은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성취나 성공을

부모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성취나 성공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인다(송명숙, 2015; 신서희, 2012; 심호규, 2007). 또한 자녀에게 도움

이 된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들어간 자녀의 학업이나 성적에 관여할 뿐

아니라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유계숙, 유행, 2014; Lemoyne & Buchanan, 2011;

Somers & Settle, 2010).

특히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교육 또는 진로 선택에 있

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또는 부모의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송명

숙, 2015; 심호규, 2007; 전예지, 이재림, 2014). 한국의 청년들은 가족의

기대나 바람을 자신의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손강숙, 주

영아, 2015; 신동우, 유계숙, 2012). 이때 자녀의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

지 않는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에 진로 및 취업

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높은 기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의사나 기대를 강조하면, 자녀는 그

로인해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라고 한다(심호

규, 2007).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

끼며, 청년기에 진로에 대한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도한 부모의 개입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최임숙, 윤석환, 2016),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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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나치게 높거나 기대하는 바가 많이 다를 경우,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주고(신동우, 유

계숙, 2012), 자녀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부담감과 어려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정예지, 유계숙, 2015). 특히 부모의 지나치게 높

은 기대로 부담을 느낀 자녀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

해서 행복감이 낮고 우울하며(정예지, 유계숙, 2015),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

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삶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

고 특히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청년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

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는 20대 청년들은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증상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

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통

해 청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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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의 지원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심리적 복지 프로젝트(연구책임자: 이재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3) 이 자

료는 2016년 4월에 전국에서 만 19-34세의 결혼 경험이 없고 고등학생

이 아닌 청년 남녀 총 1,14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

라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응답이다.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

과 부모의 진로기대를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집단과 상황을 고려하

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총 465명(남성 251명, 여성 214명)의 응답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위 연구자료의 응답자 선정은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취업여부를 고려한 할당표집과 온라인 패널에 대한 무작위 추출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성별과 연령대는 만 19-24세, 만 25-29세, 만 30-34세 각

연령대의 남녀를 유사한 비율로 표집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대

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이 모두 충분히 포함되도록 표

집하였다. 거주지역은 전국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제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모집단과 유사한 비율로 표집하였고, 취업여부는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 및 미취업 비율과 유사하게 표

집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조사 전문 리서치 기관이 확보하

고 있는 대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자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 구성원에게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응답자들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

3) 이 프로젝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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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었으며, 한번 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동일한 조사에 다시 응답할 수

없고, 모든 문항에 응답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

었기 때문에 결측값이 없었다.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

해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확인하였고, 설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

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았다. 연구자료의 질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연구자료 중 만 29세 이하이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

존한 응답자를 선택한 후, 지난 한 달 동안 주로 한 일에 대해서 ‘일하였

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총 46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총 465명 중 남성이 251

명(54%), 여성이 214명(46%)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다. 연령은 만 19

세부터 만 29세까지 고르게 분포했고 평균 23.5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33명(7.1%), 대학 재학 중이 287명(61.7%), 대학 졸업이 109명

(23.5%), 대학원 재학 중이 34명(7.3%), 대학원 졸업이 2명(0.4%)으로 현

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의 수가 가장 많았다.

부모 생존 여부의 경우 부모 모두 계신다는 응답이 434명(93.3%), 부

모 중 한 분만 계시는 경우가 31명(6.7%)이었고, 한부모 가정 중에서는

어머니만 있는 가구가 22명(4.7%)으로 아버지만 있는 가구 9명(1.9%) 보

다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358명(77%),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응답이 107명(23%)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216명(46.5%), 전문대졸이 38명

(8.2%), 대졸 이상이 189명(40.6%),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303명(65.2%), 전문대졸이 34명(7.3%), 대졸 이상이 119명(25.6%)으로 부

모 모두 고졸 이하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

은 400-499만원이 80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300-399만원이 78명

(16.8%), 200-299만원이 71명(15.3%), 100-199만원이 56명(12.0%),

500-599만원이 49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마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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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100% 부담한다고 응답한 청년이 190명(40.9%), 부모가 50-99%

부담하는 경우가 157명(33.7%), 부모가 50% 미만을 부담하는 경우가

118명(25.4%)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청년의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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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465)

주: 아버지/어머니 교육수준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재로 인한 소수의 결측치

가 있어 변수별 합계가 465명보다 작음

변수 n(%) 변수 n(%)
성별 거주지역

남성 251(54) 수도권 229(49.2)

여성 214(46) 경상권 102(21.9)

연령 : 평균 = 23.5 (표준편차 = 2.65) 전라권 64(13.7)

충청권 43(9.4)

강원·제주 27(5.8)

본인 교육수준 생활비 마련

고졸 이하 33(7.1) 부모부담 100% 190(40.9)

대학 재학 287(61.7) 부모부담 50-99% 157(33.7)

대학 졸업 109(23.5) 부모부담 50% 미만 118(25.4)

대학원 재학 34(7.3) 아버지 생존여부

대학원 졸업 2(0.4) 예 443(95.3)

아니오/모름 22(4.7)

부모와 동거여부 어머니 생존여부

분거 107(23.0) 예 456(98.1)

동거 358(77.0) 아니오/모름 9(1.9)

부모의 월평균소득 아버지의 교육수준

99만원 이하 14(3.0) 고졸 미만 65(14)

100-199만원 56(12.0) 고졸 151(32.5)

200-299만원 71(15.3) 전문대졸 38(8.2)

300-399만원 78(16.8) 대졸 153(32.9)

400-499만원 80(17.2) 대학원졸 36(7.7)

500-599만원 49(10.5) 어머니의 교육수준

600-699만원 48(10.3) 고졸 미만 72(15.5)

700-799만원 22(4.7) 고졸 231(49.7)

800-899만원 15(3.2) 전문대졸 34(7.3)

900-999만원 9(1.9) 대졸 105(22.6)

1000만원 이상 23(4.9) 대학원졸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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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통제변수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1에서부터 ‘박사’ 6까지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급간으로 ‘100만원 미만’에서부터 ‘1500만원 이

상’까지 16단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급간의 중앙값을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헬리콥터 부모역할

청년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 LeMoyne

과 Buchanan(2011)이 개발한 헬리콥터 양육 척도(HPS: Helicopter

Parenting Scale)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Kwon et al.(2016)의 헬

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금까지 성장과정

동안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관여, 의사결정 과정 개입 등을 측정하는 도

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약간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 자녀가 지각한 헬

리콥터 부모역할의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3번, 5번, 10

번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모

든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셨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인생

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종종 개입하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늘 내



- 25 -

가 하는 활동들에 많이 관여해오셨다’ 등이 있다. Kwon et al.(2016)의

번안 중 1, 6, 7, 9번 문항은 표현을 좀 더 매끄럽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번, 5번, 10번 3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0문항 중 3

개 문항을 제외하고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

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각각에 대해 2개씩, 총 4개의

측정변수(아버지 1, 아버지 2, 어머니 1, 어머니 2)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이 측정변수는 아버지,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7개 문항

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활용

하여 각기 2개의 항목으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생성한 것이다.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7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 .81,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 .78이었다.

3)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Roberts와 Bengtson(1993)이 개

발하고 김주은과 이재림(2015)이 번안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문항으로, ‘모든 것을 고려

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

낍니까?’, ‘귀하는 아버지/어머니가 귀하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낍니

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각한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표기하도록 되

어 있다.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6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아주 조금’에서

부터 6점 ‘매우 많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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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각각에 대해 2개씩, 총 4개의

측정변수(아버지 3, 아버지 4, 어머니 3, 어머니 4)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이 측정변수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4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활용하여 각

기 2개의 항목으로 문항꾸러미를 생성한 것이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 .92,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 .91이

었다.

4)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청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심

호규(2007)의 부모의 진로기대 인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일반 진로기대, 적성 진로기대, 가업 진로기대, 경제 진

로기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로기대

로 인한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일반 진로기대 5문항(1번, 4번, 7번, 10

번, 13번)만을 사용하였다. 일반 진로기대란 평소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

택에 있어서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진로의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현하기는 너무

힘들다’, ‘부모님의 진로기대가 나의 진로를 어렵게 한다’, ‘부모님의 진로

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부모님의 진로기대로 인해 미래 진

로선택이 어렵다’, ‘나의 진로기대와 부모님의 진로기대는 차이가 많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약간 그렇

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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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변수로 삶의 만족도와 우울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Pavot과 Diener(1993)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그렇지 않다, 3 = 별로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약간 그렇다, 6 =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5문항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92였

다.

청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개발

하고 이미숙(2002)이 타당화한 자기보고형 우울증상 측정도구(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경험한 우울증상의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

로 우울 감정(9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대인관계(7문항)의 3가지 하위

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울 감정의 경우 ‘우

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등이 긍

정적 감정은 ‘행복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이 있으며, 대인관계는 ‘평

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람

들이 나에게 친절한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

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드물게/없음

(1일 미만)’ 0점에서부터, ‘가끔(1-2일)’ 1점, ‘때때로/자주(3-4일)’ 2점,

‘대부분/항상(5-7일)’ 3점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긍정적 감정에 대해 묻는

4개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그러나 우울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감정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상당

히 높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우울의 3가지 하위 요인이 하나의 잠재

변수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문항 중 4개 문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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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우울 감정과 대인관계의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방정

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총 4개의 측정변수(우울 1, 우울 2, 우울 3, 우울

4)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측정변수는 16개 문항에 대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활용하여 4개의

항목으로 문항꾸러미를 생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 16개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헬리콥터, 어머니 헬리콥터 문항 각각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문항간의

관련성과 국문으로 번안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HPS)의 적합성

을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 추출법과 직접오블리민 회

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일

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청년 자녀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삶의 만

족도,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4).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잠재변

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각 잠재변수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

4)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별도로 응답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부모에 대한 친밀감
에 대해 아버지의 응답만 사용한 모형과 어머니의 응답만 사용한 모형을 각각 분
석해 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친밀감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가 아버지 모형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 모형에서는 유의하였다. 다른 경로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별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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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합

치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였다. 잠재변수인 청

년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 우울은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사용하여 각각 4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다. 잠재변수인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과 삶의 만족도는 각

각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부

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삶의 만족도, 우울 간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합치도를 확

인하고 경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

의하다고 판단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

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유계숙, 2014; 채명옥 외,

2016; Somers & Settle, 2010),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

제적 지위 역시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Padilla-Walker & Nelson,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별, 연

령,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증과 함께 상대

적 합치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절대적 합치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TLI와 CFI는 값이 클수록 좋은 합치도인

데, 0.95 이상이면 합치도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치도인데, .05 이하인 경우 모형

의 합치도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다(Steig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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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심리적 적응의 전반적 경향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

대 부담,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N = 465)

* 아버지 부재로 인한 결측 22명, 어머니 부재로 인한 결측 9명

청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평균 2.96점(표준

편차 .72),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평균 3.13점(표준편차

.69)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가 1-5점인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어머니의 헬리

콥터 부모역할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헬리콥

터 부모역할의 평균점수가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평균점수보다 높

아서 조사대상자들이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을 더 높게 지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은 3.84점(표준편차 1.22),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변수 문항수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헬리콥터 부모역할* 7 1-5 2.96 0.72

어머니 헬리콥터 부모역할* 7 1-5 3.13 0.69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4 1-6 3.84 1.22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 4 1-6 4.46 1.07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 5 1-5 2.88 0.91

삶의 만족도 5 1-7 4.02 1.32

우울 16 0-3 0.94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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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46점(표준편차 1.07)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가 1점에

서 6점인 것을 고려할 때 3.5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점수는 중간보다 높았으며, 어머

니에 대한 친밀감의 평균점수가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보다 높아서 조사

대상자들이 어머니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은 2.88점(표준편차 .91)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4.02점(표준편차 1.32)으로 중간 수

준이었으며, 우울은 0.94점(표준편차 .68)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지

각 수준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

이 2.77점(LeMoyne & Buchanan, 2011),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는 평균이 2.98점(유계숙, 유행, 201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에서 LeMoyne과 Buchanan(2011)의 척도를 사용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

의 평균 점수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이 지각한 헬리콥

터 부모역할의 평균 점수는 2.8점(이지수, 2016), 2.5점(한채영, 2016), 2.7

점(안혜연, 2016), 2.9점(유계숙, 장경은, 2016), 2.87점(유계숙, 2014), 2.3

점(최미혜, 2015), 2.87점(Kwon et al., 2016)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년들이 보고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평균 점수는 아버지

2.96점, 어머니 3.13점으로 다른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점수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청년이 지각

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20대 초반

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취업

상태가 아닌 20대 청년을 다양하게 포함했기 때문일 수 있다.

5)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척도를 개발한 Lemoyne과 Buchanan(2011)의 연구에서는

8, 9, 10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안혜연(2016), 유계숙(2014), Kwon et al.(2016)

의 논문에서는 9, 10번을, 본 연구에서는 3, 5, 10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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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헬리콥터 부모역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심리적 적응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Ⅳ-2>에 제시하였으며, 대부

분의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측정모형의 합치도를 살펴보면 X2(195) = 555.507 (p <

.001), TLI가 .946, CFI가 .954, RMSEA가 .063이었으며, 각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6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들이 잠

재변수를 잘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22개의 측정

변수로 5개의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6).

구조모형 검증 결과와 경로계수는 각각 <그림 Ⅳ-2>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합치도는 X2(263) = 641.309

(p < .001), TLI가 .943, CFI가 .953, RMSEA가 .056으로 각 합치도 지수

들이 모두 좋은 합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존 모형(full model)과 유의미하지 않

은 경로 3개를 삭제한 간명한 모형(reduced model)을 비교한 결과 ∆X2

가 8.826으로 ∆df가 3인 경우의 임계치 7.82보다 커서 두 모형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명한 모형이 아닌 기존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6)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토대로 측정변수인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1과 2,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1과 2,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3과 4, 어머니

에 대한 친밀감 3과 4 사이에 공분산을 추가함으로써 측정모형의 합치도를 개선

하였다. 공분산을 추가한 측정변수들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분리한 문항꾸러미 이

므로 내용상 상관이 높아서 모형을 수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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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측정모형 검증 결과(N = 46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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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구조모형 검증 결과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통제변수(청년의 성별, 연령, 부모 월
평균 소득, 부모 교육수준) 분석결과 생략.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p < .05. *** p < .001.

경로 B β SE

헬리콥터 부모역할 → 삶의 만족도 .004 .001 .263

헬리콥터 부모역할 → 우울 .308 .202* .130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에 대한 친밀감 .522 .370*** .106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 진로기대 부담 .744 .482*** .135

부모에 대한 친밀감 → 삶의 만족도 .924 .460*** .198

부모에 대한 친밀감 → 우울 -.169 -.157 .099

부모 진로기대 부담 → 삶의 만족도 -.145 -.079 .149

부모 진로기대 부담 → 우울 .306 .31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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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헬리콥터 부모

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에 이르는 경로(β = .370, p < .001)와 부모

에 대한 친밀감이 삶의 만족도(β = .460, p < .001)에 이르는 경로는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자녀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

수록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으면 삶의 만

족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의 진로기대 부

담에 가는 경로(β = .482, p < .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통해서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 = .202, p < .05). 이는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년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

에 가는 경로(β = .482, p < .001)와 진로기대 부담이 우울(β = .310, p

< .001)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한 청년은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더 높게 인식하며,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은 청년의 높은 우울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으로 가는 경로(β = .370,

p < .001)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우울에 이르

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의 진로기

대로 인한 부담을 통해서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

어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각 경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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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원자료에서 무선할당

으로 10,000개의 표본을 만들어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수준

을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표 Ⅳ-4>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 결과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

증한 결과,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서 헬리콥터 부모역

할이 청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β = .170, 95% CI [.069, .271])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β = .149, 95% CI [.076, .223])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헬리콥터 부

모역할은 어떠한 매개변수를 거치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고, 우울을 높이기도 하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 β SE 95% CI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에 대한 친밀감 → 삶의 만족도 .170 .051 [.069, .271]

헬리콥터 부모역할 →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 → 우울 .149 .038 [.07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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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청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관

계에서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부모 중 한 명 이상

이 생존한 만 19-29세의 취업상태가 아닌 비혼 청년 465명의 응답을 분

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 별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심리적 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우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

가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 지각할수록 청년은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는 선행연구 결과(LeMoyne & Buchanan, 2011; Schiffrin et al, 2014;

Segrin et al., 2012)와 일치한다. 자녀에게 관여하고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 자녀의 독립성, 자율성 욕구와 충돌하면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 및 미취업 20대 청년임을 고려할 때, 취업상태가 아닌 20

대 청년의 다수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청년은 약 41%로 나타났다. 청년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취

업상태가 아닌 청년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

제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2015; 정수남 외,

2012).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한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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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지 않았다는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하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가 낮다는 선행연구들(LeMoyne & Buchanan,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과 상반되며,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한국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Kwon et al.(2016)

연구 및 우진주(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삶의 만

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

한 청년의 지각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

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를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는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우울의 관계는 매개하

지 않았다. 즉,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

을 통해서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다. 청년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았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

할을 높게 지각한 청년이 부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자녀가 부모의 관심 또는 지지로 받아

들이는 경우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 있으며(Lewis et al., 2015; Somers & Settle,

2010; Wartman, 2009),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청년 자녀의 부모

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전혜경, 2015), 부모와 자녀 간에 친

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한기백, 2014) 보고한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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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반된 맥락에 있다. 또한 부모와 친밀한 관계는 헬리콥터 부모역할

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

수임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20대 청년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친밀하고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청년 자녀가 정신건강이 더 좋고, 행복감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송인숙, 2013; Roberts &

Bengtson, 1993).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청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국 청년들은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

준다는 점에서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송명숙, 2015; 유계숙, 장경은, 2016; Kwon

et al., 2016),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모자녀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긍

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성이 높은 취업상태가 아닌 20대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받기 위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밀착

하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적극적

인 개입을 통한 도움을 기대하는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높

이고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문제3.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매개하는가?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은 청년이 지각한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나,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는 매개하지 않았다. 즉,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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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할수록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경험하는 청년의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허용하지 않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20대 청년 자녀의 우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감을

높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청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의 높은 교육성취를 위해 헌신하며 교육, 진로결정에 지나치게 관

여하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경험한 청년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사를 고

려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 부모로 인해 높은 수

준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

한 부담은 청년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하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부담을 느낀 자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행복감이 낮고 우울하며, 자신의 능

력으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

일 수 있다(정예지, 유계숙, 2015)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녀의 삶 전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가 자녀의 진

로, 취업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

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 뿐 만 아니라 취업상태가 아닌 20

대 청년들에게도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를 지원받는 청년들은 부모가

권유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정수남

외, 2012),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

들은 특히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높게 인식할 것이고, 이것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

한다는 결과를 통해, 청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청년의 욕구와 발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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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적절한 부모역할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

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적당한 관심과 자녀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믿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헬리콥터 부

모역할이 자녀가 청년기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

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을 수 있기 때

문에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발달에 맞는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

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를 가지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고 자녀의 수준에 맞는 기

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통해서 청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는데, 부모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한국의 부모자녀관

계의 특성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 친밀하고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

킬 수 있는 가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을 통해서는

높은 수준의 우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율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 청년들은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의사를 고려하여 현

실적이고 적절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부모의 의사를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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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응답만으로 측정된 헬리콥터 부모역할은 부모-자녀 상호

작용을 자녀의 입장에서만 파악하려 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부모의

개입 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와 부모를

쌍으로 표집하여 연구한다면, 청년 자녀에 대한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부

모자녀 간 양자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라서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유계숙, 2014; 최명옥 외, 2016),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Bradley-Geist & Olson-Buchanan,

2014; Padilla-Walker & Nelson, 2012)고 보고된 바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청년의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보고식 검사의 측정상의 한계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성

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셨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응답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게 될 수도 있

으며,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응답할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같은 측정 방법을 통해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연구 방법은 자녀가 헬리콥

터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 심층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청년이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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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반대로 친밀한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지각에 영향을

주어 헬리콥터 부모역할을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러한 자녀

의 지각이 오히려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일 수

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변

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20

대 청년에게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

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문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각

척도를 개발한 LeMoyne과 Buchanan(2011)의 연구와 이를 한국어로 번

안하여 타당화한 Kwon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

항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연구마다 삭제된 문항이 상이했기 때문에 척

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헬리콥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헬

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

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매개 요인이라는 결과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데 있어서, 부모자녀관계가 개입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자녀

에게 부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부모의 진로기대 부담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청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헬리콥터 부모역할이 매개변수를 통하여

우울을 높이기도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는 양면적인 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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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 동안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성인기 이행 지연으로 인한 한

국 청년들의 부모 의존 심화와, 한국 부모들의 청년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 부모 개입의 장기화는 부모가 여전히 20대 청년의 삶에 많은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을 추구하게 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20대 청

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에게 관여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헬리콥터 부

모역할이 청년의 부모에 대한 친밀감, 부모의 진로기대로 인한 부담, 삶

의 만족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높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며,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도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는 부모의 기대로 인한 부담이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집단의 특성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포함한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취업 20대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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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질 문 지7)

7) 부록에 제시한 질문지는「부모의 지원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심리적 복지」프로젝트의 질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이

다.

응답자 선정질문

￭SQ1. 연령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년생
 è 현재 1981년 ~ 1997년 생이 아닐 경우 응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SQ1-1. 연령
귀하는 올 해(2016년) 생일이 지났습니까?
 è 1997년 생이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설문 중단
 è 1981년 생이면서 생일이 지났으면 설문 중단

￭SQ2. 고등학생 여부
귀하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① 예 è 설문 중단 ② 아니오

￭SQ3. 결혼여부
귀하는 결혼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è 설문 중단 ② 아니오

￭SQ4.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SQ5. 최종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현재 학생 아님)
② 대학․대학원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이상(현재 학생 아님)

￭SQ6. 거주지역

귀하가 현재 (주 5일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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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귀하의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모름

A2. 귀하의 아버지는 생존해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모름

A4. 부모님의 현재 한 달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임금 및 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 이자, 월세 등을 모두 포함해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응답해주시길 바랍

니다.

□ 1) 0-99만원 □ 2) 100-199만원 □ 3) 200-299만원
□ 4) 300-399만원 □ 5) 400-499만원 □ 6) 500-599만원
□ 7) 600-699만원 □ 8) 700-799만원 □ 9) 800-899만원
□ 10) 900-999만원 □ 11) 1000-1099만원 □ 12) 1100-1199만원
□ 13) 1200-1299만원 □ 14) 1300-1399만원 □ 15) 1400-1499만원
□ 16) 1500만원 이상

B4. 귀하가 현재 (주 5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혼자 □ 2) 어머니 □ 3) 아버지
□ 4) 형제자매 □ 5) 형제자매의 배우자 □ 6) 할머니/할아버지
□ 7) 기타친척 □ 8) 친구/선후배 □ 9) 연인
□ 10) 기타

A. 인구학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꼭 생물학적 부모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입양이나 부모님의 재혼 등을 통해 길러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 분들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B. 거주 특성

다음은 귀하의 거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주 5일 이상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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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 1) 무학 □ 2) 초등(국민)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학(2·3년제) □ 6) 대학교(4년제)
□ 7) 대학원(석사과정) □ 8) 대학원(박사과정)

C3. 귀하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1) 졸업했다
□ 2) 중퇴했다
□ 3) 2016년 1학기 현재 재학 중이다(졸업 유예 포함)
□ 4) 2016년 1학기 현재 휴학 중이다

D1.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1개월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1) 일하였음 □ 2) 학교에 다녔음
□ 3) 일시휴직 □ 4) 가사 혹은 육아
□ 5) 구직활동 □ 6) 취업준비(고시, 직업훈련 포함)
□ 7) 진학준비

(재수, 편입준비, 대학원 진학 준비 등)
□ 8) 군입대 대기, 군복무

□ 9) 질병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음 □ 10) 쉬었음
□ 11) 기타

C. 교육

다음은 귀하의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D. 경제활동

다음은 귀하의 경제활동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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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귀하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 1) 무학 □ 2) 초등(국민)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학(2·3년제) □ 6) 대학교(4년제)
□ 7) 대학원(석사과정) □ 8) 대학원(박사과정)

F2. 귀하의 아버지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1) 졸업했다
□ 2) 중퇴했다
□ 3) 2016년 1학기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이다

G1. 귀하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 1) 무학 □ 2) 초등(국민)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학(2·3년제) □ 6) 대학교(4년제)
□ 7) 대학원(석사과정) □ 8) 대학원(박사과정)

G2. 귀하의 어머니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1) 졸업했다
□ 2) 중퇴했다
□ 3) 2016년 1학기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이다

F. 아버지

다음은 귀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G. 어머니

다음은 귀하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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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귀하와 어머니/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귀하의 응답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별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아주
조금

매우
많이

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어머니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2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어머니와 얼마나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3

귀하는 어머니가 귀하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
낍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4 귀하는 어머니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문항 아주
조금

매우
많이

1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아버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2
전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인생의 현 시점에서
아버지와 얼마나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3

귀하는 아버지가 귀하를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
낍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4 귀하는 아버지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H5. 귀하의 진로에 대한 부모님(혹은 부모와 같은 분)의 기대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H. 부모자녀관계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1 부모님이 세워놓으신 진로계획대로 실현하기는 너무 힘들다. □ ➀ □ ➁ □ ➂ □ ➃ □ ➄

2
부모님은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지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3
부모님은 내가 되도록 경제적 성공이 가능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4 부모님의 진로기대가 나의 진로를 어렵게 한다. □ ➀ □ ➁ □ ➂ □ ➃ □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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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8. 다음은 귀하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한 어머니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어머니,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각각 선택해

주십시오.

5 부모님은 내가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6
부모님은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진 직업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7 부모님의 진로기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➀ □ ➁ □ ➂ □ ➃ □ ➄

8
부모님은 내가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9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위한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0 부모님의 진로기대로 인해 미래 진로선택이 어렵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1 부모님은 내가 직업을 통해서 나를 잘 표현하기를 바라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2 부모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진로를 원하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3 나의 진로기대와 부모님의 진로기대는 차이가 많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4
부모님은 내가 직업적인 성공보다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나의 어머니는...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의 어머니는 나의 모든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셨
다.

□ ➀ □ ➁ □ ➂ □ ➃ □ ➄

2
어머니께서 내가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

□ ➀ □ ➁ □ ➂ □ ➃ □ ➄

3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알아내도록 놓아두
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4
내가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나의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➀ □ ➁ □ ➂ □ ➃ □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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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장하는 동안 나의 아버지는...
전혀그렇지않다

별로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성장과정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셨
다.

□ ➀ □ ➁ □ ➂ □ ➃ □ ➄

2
아버지께서 내가 나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

□ ➀ □ ➁ □ ➂ □ ➃ □ ➄

3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알아내도록 놓아두
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4
내가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나의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➀ □ ➁ □ ➂ □ ➃ □ ➄

5
나의 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에 부딪쳐도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6
나의 아버지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종종 개입하
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7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인생의 목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

□ ➀ □ ➁ □ ➂ □ ➃ □ ➄

8 나의 아버지는 늘 내가 하는 활동들에 많이 관여해오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9 나는 내 판단보다 아버지의 판단을 신뢰한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0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 ➀ □ ➁ □ ➂ □ ➃ □ ➄

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에 부딪쳐도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6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종종 개입하
신다.

□ ➀ □ ➁ □ ➂ □ ➃ □ ➄

7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어머니 인생의 목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다.

□ ➀ □ ➁ □ ➂ □ ➃ □ ➄

8 나의 어머니는 늘 내가 하는 활동들에 많이 관여해오셨다. □ ➀ □ ➁ □ ➂ □ ➃ □ ➄

9 나는 내 판단보다 어머니의 판단을 신뢰한다. □ ➀ □ ➁ □ ➂ □ ➃ □ ➄

10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 ➀ □ ➁ □ ➂ □ ➃ □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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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응답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전반적으로 나는 나의 이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 ➆

2 내 삶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 ➆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 ➆

4
지금까지 나는 내 삶에서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 ➆

5
내 삶을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내 삶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
□ ➀ □ ➁ □ ➂ □ ➃ □ ➄ □ ➅ □ ➆

J4. 귀하가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J. 심리적 복지

마지막으로 귀하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드물게/없음(1일 미만) 가끔(1~2일) 때때로/자주(3~4일) 대부분/항상(5~7일)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

졌다.
□  □ ➀ □ ➁ □ ➂

2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았다. □  □ ➀ □ ➁ □ ➂

3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  □ ➀ □ ➁ □ ➂

4 다른 사람들 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  □ ➀ □ ➁ □ ➂
5 무슨 일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  □ ➀ □ ➁ □ ➂
6 우울했다. □  □ ➀ □ ➁ □ ➂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  □ ➀ □ ➁ □ ➂
8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꼈다. □  □ ➀ □ ➁ □ ➂
9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  □ ➀ □ ➁ □ ➂
10 두려움을 느꼈다. □  □ ➀ □ ➁ □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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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자도 잔 것 같지 않았

다.
□  □ ➀ □ ➁ □ ➂

12 행복했다. □  □ ➀ □ ➁ □ ➂
13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  □ ➀ □ ➁ □ ➂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 ➀ □ ➁ □ ➂
15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한 것 같지 않았다. □  □ ➀ □ ➁ □ ➂
16 생활이 즐거웠다. □  □ ➀ □ ➁ □ ➂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  □ ➀ □ ➁ □ ➂
18 슬펐다. □  □ ➀ □ ➁ □ ➂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 ➀ □ ➁ □ ➂
20 일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 □  □ ➀ □ ➁ □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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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에 대한 응답 각각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문항간의 관련성과 국문으로 번안한 헬리콥터 부모역할 지

각 척도(Helicopter Parenting Scale: LeMoyne & Buchanan, 2011)의 적

합성을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 추출법과 직접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검증,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 10개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지 알아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어머

니 헬리콥터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

다. 표본적절성에 대한 검증으로 KMO값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헬리콥

터 척도는 0.80, 어머니 헬리콥터 척도는 0.77로 나타났으며, Barlett 구

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아버지: X2 = 1084.280, df = 45, p

< .001, 어머니: X2 = 1015.362, df = 45, p < .001). 아버지 헬리콥터 부

모역할 척도와 어머니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는 <부록 표 1>, <부록 표 2>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3

번, 5번, 10번 문항이 나머지 7개 문항과 다른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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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443)

<부록 표 2>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456)

항목 공통성
성분

1 2 3
1 .599 .738 -.116 -.122
6 .551 .692 .119 -.515
8 .570 .601 .252 -.606
2 .399 .490 .256 -.490
4 .283 .470 -.139 -.390
9 .274 .423 -.184 -.405
7 .464 .391 .002 -.672
3 .666 -.016 .816 -.026
5 .379 -.090 .611 .037
10 .074 -.069 -.002 .266

Kaiser-Meyer-Olkin 측도 .774
Barlett의 구형성 검정 X2 = 1015.362, df = 45, p < .001

항목 공통성
성분

1 2 3
6 .585 .754 -.019 -.387
8 .527 .700 .032 -.406
1 .523 .678 -.178 -.052
7 .608 .638 -.022 -.650
9 .362 .581 -.217 -.244
2 .334 .560 .081 -.229
4 .217 .388 -.220 -.331
3 .581 -.038 .758 .123
5 .495 -.122 .702 .088
10 .064 -.093 .059 .252

Kaiser-Meyer-Olkin 측도 .801
Barlett의 구형성 검정 X2 = 1084.280, df = 4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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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헬리콥터 부모역할 척도의 10개 문항이 단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3번(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것을 스스로

알아내도록 놓아두셨다), 5번(나의 아버지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문제에

부딪쳐도 혼자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10번

(나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문

항의 요인적재치가 -.07, -.15, -.21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본다(김계수, 2010;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합치도 지수 역시

X2/df = 7.578, p < .001, TLI= .72, CFI= .78, RMSEA= .12로 기준보다

좋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도 아버지의 경우와 동

일한 3번, 5번, 10번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11, .02, -.18로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치도 지수 역시 기준보다 좋지 않았다(X2/df =

8.863, p < .001, TLI= .64, CFI= .72, RMSEA = .13).

이에 최종적으로 3개 문항을 제외하고 7개 문항으로 다시 모형을 설정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헬리콥터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부록 그림 1>, <부록

그림 2>와 같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합치도 지수들이 모두 수용할 만

하며, 요인 적재치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가 .40-.78로 기준치인 0.4를 모두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7개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

해주고 있으며,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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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아버지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443)

<부록 그림 2>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역할 문항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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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licopter Parenting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Mediational Roles of Intimacy with Parents

and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Kang, Sieu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relationship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young adults were mediated by intimacy with

parents and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measured by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Helicopter parenting, defined as

overinvolved or overcontrolling parenting without granting

young adults a sufficient amount of autonomy, has been

examined as a factor associated with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helicopter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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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Korean

young adults. The existing body of research has been mixed,

reporting that helicopter parenting may lead to negative, neutral,

or even positive outcomes for young adults. These mixed

results call for additional investigations to confirm the

association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you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al questionnaire with 465 young adults aged

19-29 who were not employed, were never married, and had at

least one living parent or parent-like figu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ge, parents’ income, and education levels, and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chosen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was no direct link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young adults’ life satisfaction, helicopter parenting was

directly and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This

result indicates that young adults’ perceptions of helicopter

parenting contributed to greater depressive symptoms. Second,

intimacy with paren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life satisfaction of young adults. In

other words, young adul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helicopter parenting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intimacy with parents, which, in turn, led to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pressure from parents’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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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and depressive symptoms of young adults. In other

words, young adul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helicopter

parenting reported higher levels of pressure from their parents’

career expectations, which, in turn, led to greater depressive

symptom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young ad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helicopter parenting

on Korean young adults. The ambivalent roles of helicopter

parenting were confirmed, depending on the intervening

variables. Helicopter 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you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through intimacy with parents

and pressure from parents’ career expectations. Young adults’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not simply determined by

helicopter parenting, but parent-child relationships played a

mediational role.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s designed to enhance parent-child closeness and to

reduce parents’ career expectations may be effective for

improving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young adults who

perceive higher levels of helicopter parenting.

Keywords: Helicopter parenting, young adults, intimacy with

parents, pressure from parental career

expectations, life satisfaction, depressive symptoms

Student Number: 2015-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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