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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어머

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

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어머

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역,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2] 중국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

인(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은 유

아의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도시지역인 베이징시 조양구(北京市 朝阳区)에 소재

한 유치원 2곳과 농촌지역인 길림성 유하현(吉林省 柳河县)에 소

재한 유치원 3곳에서 4세 유아 83명, 5세 유아 74명과 해당 유아

의 어머니 각각 83쌍과 74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

용 질문지를 통해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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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통계 처리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주의보다 집합주의 성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육가치에서는 순응적 · 자기주도적 · 사회적 양육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으나 그 중, 자기주도적 양육가치를 가장 가

치롭게 여기고 있어 중국 어머니의 순응을 강조하는 전통적 양육

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양육행동에 있어 어머니들

은 처벌적 양상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지역과 교육수

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도시 어머니와 농촌 어머니의 가

치지향은 동질적으로 나타났으나, 순응적 양육가치와 사회적 양육

가치에 있어 농촌 어머니들이 도시 어머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양육행동에서도 농촌 어머니들이 도시 어머니보다 처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양육행동에서

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처벌적 양육

행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농촌 유아보다 도시 유아들이, 남아보다 여아의 사회

적 능력이 높았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더 잘 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집합주의는 순응적 · 사회적 양육가치

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또한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와도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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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치지향과 양육가치는 처벌적 양

육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

치, 양육행동 등 변인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과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이 모두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중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점

에 맞추어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의 양상을 파악

하고, 도시와 농촌 두 지역사회의 문화적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가

치와 양육행동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어

머니의 가치지향이나 양육가치와 같은 의식구조보다는 실질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 사회적 기술

학 번 : 2012-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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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를 떠나 인간의 존재를 생각

할 수 없다. 인간은 출생한 상태에서는 아직 미완성의 동물이지만 사회

화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한다(임주경, 1989). 사회화란 생물

학적 개체인 신생아에게 기초적인 생활양식이나 행위양식을 체득시킴으

로써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유아의 사회화 과정은 가족

이라는 미시환경에서 그 기틀이 이루어진다(이재경, 1977). 아동발달에

대한 가정맥락의 중요한 역할은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서 강조된다. Bronfenbrenner는 아동발달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의 산물

로 간주하고 아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에까지 확대하여 광범위한 생태학적 체

계를 제시한다. 특히, 아동이 속해 있는 문화라는 거시체계는 아동이 어

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아동이 추구

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아동이 가정의

맥락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크게 영향을 준다(Shaffer, 1994).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부간, 부자간, 연장자와 연소자간에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매우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와 집합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러

한 문화적 이념의 지배 하에 부모들은 부계를 영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여

아보다 남아 출산을 더 선호하였고,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들은 젊

은 세대에게 가족 간의 협력 · 예의 · 인내 · 자기통제의 중요성과 가문

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상을 주입하며(한남제, 1998),

자녀에게 집단에의 적응성과 인간관계에의 의존성, 상호작용성을 강조하

였다(이순형, 1996).

그러나 지난 50년 간 신중국 창립,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도입과 확대,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의 소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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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에서 중국 사회의 집합주의, 가족주의적 문화기반은 서서히 변화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중국은 매년 10%

를 넘나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시민들의 물질적 삶이 풍요

로워졌고, 서구 근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아실현을 가문의 영광보다

앞서는 가치로 수용하며,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

각한 개인주의, 업적주의와 보편주의 등 가치지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형태의 변화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의 변화를 야기

한다. 한 예로, Chen와 동료들(2005)은 10년 동안 자녀에 대한 중국 부

모의 기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서는 수줍

음을 타는 아동에 대한 부모, 교사, 또래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1991년,

1998년, 2002년 세 번을 거쳐 북경과 상해에서 추적조사를 하였다. 그 결

과, 1990년 조사에서 수줍음을 타는 아동들은 지극히 유능하고 인기 있

으며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당

시 개인의 주장과 생각을 세우기보다 집단의 조화를 위해 감정을 절제하

는 아동이 좋은 아이로 성인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경제체계로 전입하는 시기인 1998년의 조사에서는 수줍음 타는 아동

에 대한 평가는 유능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장경제가 온정하게 발전하고 개인의 가치와 이익이 중요시되는 시기인

2002년의 조사에서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또래관계에서 덜 수용되고

낮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을 보인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양육에 대한 부

모의 신념체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사회변동에 따른 문화 및 사람의 가치관 변화는 경제성장이 집약되어

있는 중국 대도시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농촌까지 포함된다. 중

국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만 해도 17.9%에 불과했던 중국 도시화율

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1년에는 51.3%1)로 빠른 속도를

1) 2012년 중국 신형도시화보고서(2012中國新興城市化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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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도시화의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도시화가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 그리고 일차적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그 대신 개인주의 가치관과

비인간화된 인간관계를 확산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해체시킨다고 한다

(Wirth, 1938; 임희섭, 1994,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농촌

도시화에 따른 농민들의 전통적 가치관 변화는 필연적 추세이고 새롭게

형성하는 가치체계는 결국 부모를 매개로 하여 자녀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대적 변화와 접목시켜 자녀 사

회화를 살펴본 몇몇 연구(李晓华, 2011; 李力, 2007; 张乐雅, 2012;

Chang, Schwartz, Dodeg & McBride-Chang, 2003)는 주로 도시 부모의

변화적인 양상에 주목하고 농촌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이 실정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머니를 모두 포함시켜 두 지역

의 양육문화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기에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손남숙 · 이숙희, 2008). 중국은 20세기 80년대부터 유아의 사회성 발달

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 산아정책으로 인

한 외동아의 심리건강을 우려하는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산아정책이 엄격하게 실행되었던 도시지역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부와 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를 이루었고 부모는 하나 밖에 없

는 자녀에게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 하에

자란 도시 아이들은 농촌 유아에 비해 독립성이 낮고 조그마한 좌절에도

견디기 힘들며 이기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여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 사회

능력이 뒤처진다는 부정적 견해들(鐘家新, 1992)이 지배적이었다. 근래에

와서, 중국 유아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중심은 도시 외동아에서 농촌의

‘나홀로 아동(留守兒童)’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집단의 아동으로 전

이하였다(錢立英, 2012).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아동 수의 21.8%를

차지하는 ‘나홀로 아동’은 여러 가지 객관적 환경의 박탈로 인해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을 겪어 각종 사회범죄 등 문제들을 일으키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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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집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그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이와 같이 중국 아동의 사회

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중요시되기보다 아동의

정신병리에 대한 근심과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錢立

英, 2012). 李丹와 동료들(2011)은 중국 아동을 전형적인 도시 아동, 전형

적인 농촌 아동, 농촌에서 자랐지만 부모 따라 도시로 유입한 유동 아동

과 전형적 농촌의 ‘나홀로 아동’ 등 집단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사회배

경 하에 자란 네 집단의 유아의 발달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이에 일반 도시 유아와 농촌 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安麗珍 · 萬青青 · 沈永春 · 胡太芬 · 李秀琳, 2004), 자아개념발달(季穎

· 單德紅 · 于素維, 2005; 王珺 · 余嘉元, 2007; 于素維 · 孫紅 · 趙宏,

2007), 정서발달(崔云, 2007; 莫新竹 · 黃秋平 · 張倩倩 · 周世杰 , 2013),

사회성 발달(李丹 · 陳鋒 · 陳欣銀 · 陳斌斌, 2011; 鄭航, 2003), 인지발달

(程楊, 2011) 등을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아동의 발달 결과 차이를 도시

와 농촌이라는 큰 사회적 환경과 가정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

석을 시도하였다.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의 양육관이나

양육방식 등 주관적 환경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자

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가 적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중국 도시와

농촌 유아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

펴봄과 동시에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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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

1) 가치지향

가치는 특수한 행위의 양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그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인 신념이다(견학필 · 문

중섭 · 차경근 · 박장호, 1994). 또한 가치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일부

로서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성격 속에 내면화되고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

련되는 것으로서 성격, 문화, 사회구조 연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

적 위치를 가지는 개념이다(임희섭, 1980). 현재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

정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은 간략하게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로 구분된다.

집합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

합되어 있으며 평생 동안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를 의미한다(Hofstede, 1991). 연구자

들은 통상적으로 유교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동양권 나라들이 강한 집

합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재

를 절대적으로 가치롭게 생각하여 사회나 집단의 명분이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개인의 발전과 만족감, 행복, 자유

와 권리의 추구를 삶의 양식의 준거를 삼는 이념(이순형, 1996)으로서 서

구나라의 가치관은 이를 토대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비교문화 학자들은

동양의 집합주의와 서양의 개인주의 가치관이 대립된다는 이분법적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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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그러

나 현재 산업기술이 발달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

며 사회정치 및 경제체계가 끊임없이 혁신하는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집

합주의와 개인주의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속체상의 양극단에 위치

하는 지향성이라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

로든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순형, 1997; Fiske, 2002;

Kagitcibasi, 1996; Rothbaum & Tromsdorff, 2007; Tamis-LeMonda,

Way, Hughes, Yoshikawa, Kalman & Niwa, 2007).

유교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의 문화는 집합주의에 기반하나 근래 공업

화, 도시화, 현대화 발전과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주의 성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 · 중 · 일 3개국 대학생의 자기관을 비교한 연구

(한민 · 이누미야요시유키 · 김소혜 · 장웨이, 2007)에서는 중국 대학생

이 개인주의 가치성향의 원형인 자율성 자기관이 선명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신농촌건설(社會主義新農村建設)의 배경 하에 중국

농민들도 집단보다 개개인의 발전과 개성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

체의식이 강해지는 인생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韩元君，2011;

康来云，2008; 林成福，2004; 王义芳 · 李伦，2008)도 보고되고 있다. 이

와 같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중국은 현재 시대적 발전과 더불어 사

람들의 의식형태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가 미흡하고 개인의 가치지향을 자녀 사회화와 관련 지어 살펴본 연구들

도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발달에 가장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치관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념정향이 자녀양육과 아동의 발달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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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가치

양육가치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녀를 기르는데 관한 철학이나

사상, 생각, 양육행동, 태도, 가치관이다(김은설 · 최혜선, 2008). 양육가

치는 양육자의 성격이나 자녀의 개인적 특성, 가족 구성원 및 가족 분위

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부모가 가지는 양육가치관은 그들이 상

정하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지표로서 사회

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김영희 · 김신정, 2000). 국가 간

문화적 차이에 입각한 양육가치의 비교연구에서는 집합주의를 지향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 혹은 성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고(김미정, 2001; 이은주 · 민하영, 2006) 이와 반대로 개인

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부모들은 자녀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및

개성을 추구한다(이순형, 1996)는 일관적 결과를 제시한다.

양육의 가치를 개인자유 혹은 권위에 대한 순응 어느 것에 두느냐 하

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사회계층과도 직결된다. 양육가치를

사회계층에 따라 살펴본 연구들은(Alwin, 1984; Gecas, 1979; Kohn,

1977; Spade, 1991, Xiao & Nancy, 1999) 직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계층

의 차이에 따라 부모는 순응성(conformity)과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두 가지 특징적인 양육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중산층 부모들은 자기주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자율적인 행동을 강조하지

만 이와 반대로 노동계층의 부모들은 순응성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

한다(Curtner-Smith et al., 1995; Kohn, 1977; Tudge, Hogan,

Snezhkova, Kulakova & Etz, 2000). 이러한 양육가치의 차이는 주로 상

이한 사회계층 수준에서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전문직이나 사무

직과 같은 직업을 둔 중산층 부모에게 있어 직업의 특성상 상당량의 자

주성과 독립적 판단(Kohn & Slomczynski, 1993)이 요구되지만 노동계층

과 빈곤층 부모들은 밀착된 감독 아래 고도로 일상화된 직업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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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에 독립성보다 순응성이 더 요구된다(김미정, 2001).

이러한 직업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계층 구분과 양육가치의 관계는 모

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도시지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Xiao, 2000)에서는 서양권 나라 또는 동양권이지만 자본주의체제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양육가치의 차이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도시 부모의 직업을 전문직, 관리직, 비육체 노동직(nonmanual), 육체 노

동직(manual)으로 구분하여 순응적 양육가치와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양의 국가에서 중산층으로 간주되는 관리

직 부모들은 자녀의 순응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자기주

도성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주도성을 더 가치롭게 여긴다는 Kohn(1977)의 이론과 상이하

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Xiao(2000)는 중국 사

회주의 국가정치제도와 계획경제체제에 기인한 현상으로 본다. 즉, 계획

경제체제 하에서는 생산적 활동과 자원의 분배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

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배적 권력을 지닌 당파 엘리트

들에 의해 결정된다(Manion, 1985; Walder, 1985). 이러한 체제 속에서

고위직으로 신분상승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면 직업에 필요 되는 전문지식

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정당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심

도 중요시 되므로, 따라서 고위층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자율성보다는

권위에 대해 순응하는 가치관을 자녀에게 내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Xiao, 2000)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순응성 대 자기주도성에 대한 논

의는 사회계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정치적 맥락에까지 확대하

여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정치적으로는 사회주

의 국가이지만 경제적 자본주의를 경험하는 특유의 사회 · 문화적 배경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에 입각하여 중국 어머니의 양육가치

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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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가치나 양육관은 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실제행동

을 통해 자녀들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

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상이한 양육방식(parenting style)에 관

심을 보이면서 아동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부모 행동을 규명한다

(Maccoby & Martin, 1983). 이에 대표적으로 Schaefer(1959)의 차원론적

접근과 Baumrind(1973)의 유형론적 접근을 들 수 있다.

차원론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

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애정 대 거부, 자율 대 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

류하고, 이를 축으로 애정-자율적, 애정-통제적, 거부-자율적, 거부-통제

적 네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애정적이며 평등하게 대하지만 거부적인 부모는 아

동을 수용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자녀를 소홀히 한다. 또한, 자율적인 태

도를 취하는 부모는 자녀를 허용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새로운 사물에 대

해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지만 통제적인 부모는 여러 가지 규칙을 설정하

고 아이들이 지키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Schaefer의 양육태도는 절대적

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차원을 중심으로 한 성향을 해석하는 것

이 보편적이다(김신정 · 김영희 · 김계숙, 2003).

유형론적 접근의 대표로 Baumrind(1973)는 애정과 통제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적(authoritive), 권위주의적

(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등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권위

적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면서 훈육 시 논리적 설명을 이용하지만 권

위주의적 부모는 자녀를 엄격히 통제하며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한다(정옥분, 2011). 한편, Maccoby와 Martin(1983)은 양육유형을

자녀에 대한 요구와 반응 두 차원에 입각하여 Baumrind가 제시한 세 가

지 양육행동 유형 이외, 반응적이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무관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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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ectful) 양육태도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접근론뿐만 아니라 Symonds(1939)의 수용/거부, 지배/

복종 두 차원과 Baldwin(1995)의 정서적인 온정/적개심, 분리/관여 등 다

양한 차원에서 양육방식을 유형화한다. 이와 같이 양육행동을 어떠한 기

준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부모의 통제라는 개념이다. 부모는 통제의 메커니즘을 통

해 자녀에게 행동적 순응을 요구하고 가정과 사회 속에 통합시킨다. 이

는 Skinner(1953)의 행동주의이론을 근거로 한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

은 선행사건의 자극을 받으며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보상이나 벌을 받았

는지에 따라 조건화 된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도 양육자나 교육자와 같

은 사회화 주체자(agency)에 의해 보상받거나 처벌받는 형식을 통해 강

화되거나 소멸되기도 한다. Hoffman(1970)은 부모의 통제행동을 체벌,

물질이나 특권의 박탈 또는 위협과 같은 권력적인 통제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추론하는 귀납적 통제가 있다고 한다. Straus와

Fauchier(2007)도 부모의 통제행동을 설명, 보상, 감독 등 비처벌적 방식

과 신체적 처벌, 심리적 공격, 특권 박탈 등 처벌적 행동으로 구분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이나 연

령, 출생순위(김미성 · 전귀연, 2003)와 같은 개인적 특성도 포함되지만,

어머니의 출신지역이나 학력 등 사회인구학적 배경(김기홍 · 이주리,

2010; 조람, 2008)과 가치지향, 양육가치 등 인지적 특성(김미정, 2001;

김지선 · 박성연, 1997; Luster, Rhoades & Haas, 1989)도 보고되고 있

다.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과 관련한 국내연구들은 대체적

으로 도시 부모보다 농촌 부모가 자녀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대하는

아동중심적 양육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농촌 어머니들은 독재적인 양육

방식을 더 많이 취한다(程楊, 2011; 關影 · 劉春芬, 1994; 左本琴, 2012)고

한다. 이외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부정적 양육행

동을 하는 경우가 적다는 연구도 있다(王麗 · 傅金芝, 2004). 이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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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적 변인에 입각하여 중국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

으나, 양육행동에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에 대한 가치나 이념 등 인

지적 요인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노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가치지향, 양육가치도 함께 포함시

켜 양육행동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관계

개인의 행동, 생활방식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부모

의 양육신념 및 양육방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련성은

이미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를 문화적 주축으로 한 동서양 부모들의 육아

방식 비교연구에서 밝혀졌다(Cashmore & Goodnow, 1986; Greenfield,

1994; Schwarz, Schäfermeier & Trommsdorff, 2005; Trommsdorff &

Kornadt, 2003; Tudge, Hogan, Snezhkova, Kulakova & Etz, 2000;

Tulviste, Mizera, Geer & Tryggvason, 2007). 집합주의 가치관을 지닌

동양 부모들은 자녀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성과 협동심을 형성해 가는 것을 중요시하

며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강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이

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서양권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회화함에 있어 순

응이나 협력보다 자녀들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자아극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고 추구하며 자녀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자녀

를 대한다(김미정, 2001; 김지선 · 박성연, 1997; 이기숙 · 정미라 · 김

현정, 2008; Darling & Steinberg, 1993; Levine, 1974; Mccoby &

Martin, 1983; Schwarz, Schäfermeier & Trommsdorff, 2005).

부모의 가치관,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관련성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Tamis-LeMonda와 동료들(2007)은 집합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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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가치관의 주도 하에 부모들이 자녀의 자율성 또는 관계성 어느

것을 지향하는 것은 상황(situation)과 시간(time)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율성과 관계성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충적(conflicting)이고, 때로는 보완적(additive)이며, 때

로는 기능적으로 의존하는(functional dependence) 형식을 취하면서 역동

적으로 공존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Weininger와 Lareau(2009)의

연구에서도 양육가치와 부모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양육행동 간의 모순적

인 관계가 밝혀졌다. 즉, 중산층 부모는 자기주도성을 중요시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기보다 간접적인 통제를 가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양성한다. 이와 반대로 노동층 부모는 순

응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자녀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허락한다. 그러나 이상의 두 연구는 부모와의 인터뷰나 관찰을 통한 질

적 연구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

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정옥분, 2008).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

를 통해 중국 어머니의 가치관, 양육가치 및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세 변

인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유아의 사회적 기술

1) 사회적 기술의 개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일생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기 위한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Niffenegger & Willer,

1998)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유아기는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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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채진영 · 이강이, 2009). 따라서 유

아기에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숙달하는 것은 그들이 향후 사회에 건전

하게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때로는 사회적 능력과 명확한 구분 없이 동등하

게 사용되지만 Ogden(2003)은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기술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이은해 · 이미리 · 임연진, 1997;

이영석 · 이은주, 2007; Raver & Zigler, 1997; Walter & LaFreniere,

2000)에서는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정서조절, 대인관계, 사회

적 지식이해 등 다양한 인지적 · 정서적 영역을 포괄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하나, 사회적 기술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정

행동양식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Fantuzzo, Manz & McDermott,

1998; Gresham & Elliott, 1990; Sheridan, 1997) 사회적 기술을 자기통

제, 협력하기, 문제해결하기, 돕기, 나누기, 결정하기 등 긍정적인 행동뿐

만 아니라 외현 및 내현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함께 포함시킨다.

인간의 행동은 연관된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

는가 하는 인지적 과정 및 정서적 경험과 통합되므로 유아의 사회적 기

술을 인지 · 정서 · 행동 어느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세 영역을 통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초기 사

회적 기술(beginning social skills), 학교 관련 기술(school-related

skills), 친구형성 기술(friendship-making skills), 감정조절 기술(dealing

with feelings), 공격행동 대처기술(alternatives to aggression), 스트레스

대처기술(dealing with stress) 등 다양한 상황맥락에 따라 분석하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접근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살

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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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과 관련 요인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유아의 기

질, 성별, 연령 등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신념, 훈육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

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 대인간 갈등을 해결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여아는 타인을 더 많이 도

와주고 너그럽고 동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도덕

추론 능력이 높은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사회 ·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

적 유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박영아, 2011; 송미선, 2001; Miller,

Danaher & Forbes, 1986; Walker, Irving & Berthelsen, 2002).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이 성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유아의 성별

에 따른 사회화 환경과 과정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

아는 전통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지각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민감성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심에서 유

래하는 배려 지향성을 가지도록 사회화되지만(Kurtines & Gevirtz,

1995), 이에 비해 남아는 일상생활에서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비감

정적 행동에 대해 강화를 받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기대된다(이옥경

· 이순형, 1996; Fivush, 1991; Smetana, 1989; Zahn-Waxler,

Klimes-Dougan & Slattery, 2000). 또한, 남아들이 여아보다 더 공격적

이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을 겪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이순형 · 이옥경 · 민미희, 2006; Archer, 1991; Booth &

Osgood, 1993; Booth, Johnson, Granger, Crouter & McHale, 2003;

Dabba & Morris, 1990; Mazur & Booth, 1998)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

들이 공격성을 관여하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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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유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없거나(박화윤

· 안라리, 2006; 성미영, 2007), 남아들이 여아보다 더 유능하고 성숙하며

사회적 능력도 높다는 결과(홍길희 · 정미자, 2008; Santrock &

Warshak, 1979)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척도의

성격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측정방

법의 오류 때문일 수 있다(Zarabatany et al., 1995; 이옥경 · 이순형,

1996, 재인용).

한편, 유아의 연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술의 발달양상을 살펴본 연구

들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김영옥,

2005; 남영옥, 2006; 임은정 · 김수영, 2011; 조희숙 · 최영미, 2004)는 주

장이 보편적이다. 이는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중심적 사고에

서 탈피하고 타인의 관점과 감정을 고려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 역할

수용능력, 공감능력수준이 향상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판단 능력의 발달

은 유아들로 하여금 또래, 주변 사람과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Bandura(1977)의 사회학

습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이 높은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

해 부모, 교사 또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합한 사회적 행동을 관

찰하고 모델링하며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 강화를 받

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다.

유아의 성별, 연령 등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유아의 사회

적 기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인자로서 기능하며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을 확립하고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

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손남숙 · 이숙희, 2008). 부모는 지도, 강화,

통제, 훈육, 적극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및 타인지향적인 추론 등 다양하

고 구체적인 메커니즘(Brownnell, Svetlova, Anderson, Nichols &

Drummond, 2012)을 통해 자녀를 사회화 시키기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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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는 또래 사이에서 인

기가 높고 타인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능감도 높게 나타나지

만 부모가 애정이 부족하고 냉담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지도 없이 처벌이나 강압적인 훈육을 할 경우 유아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또래와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공격행동도 자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은정 · 김수

영, 2011; 채진영 · 이강이, 2009; 최순자, 2007; Aunola & Nurmi, 2005;

Berzenski & Yate, 2013; Gershoff, 2002; Hastings, 2007; Robisnon,

Madleco, Olsen & Hart, 1995).

이처럼 부모의 처벌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발달에 대한 처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조절된다.

백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Lansford,

Chang, Dodge, Malone, Oburu & Palmerus, 2005)에서는 유아의 행동문

제에 대한 어머니 처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서로 반대되는 양상을 보

였다고 한다. 백인계 미국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처벌적일수록 아동의 공

격수준이 높고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냈으나 아프리카계 가정에서는

부모의 처벌적 훈육방식은 자녀들이 책임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

우기 위한 규범적인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어머니가 체벌을

사용할수록 아동의 비행수준은 오히려 더 낮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Chao(1994)는 서구 학자들이 제시한 권위적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과 권위주의적 양육(authoritarian parenting)은 다소 자민족중

심적이며 중국 등 아시아국가의 양육문화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비판

하였다. 서양과 달리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엄격성의

일부 측면들은 부모의 관심, 애정, 참여와 동등하게 간주되기에(조복희 ·

이진숙 · 이홍숙 · 권희경, 1999; Lu & Chang, 2013; 王麗 · 傅金芝,

2004; 李旭 · 錢銘怡, 2000)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양 문화권과 상이

할 수 있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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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양육방식이나 애정철회와 같은 심리적 공격 행동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나 학업성취와 관련이 없다(McBride-Chang & Chang, 1998;

Supple, Peterson & Bush, 2004)고 밝힌 바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통제

적 양육을 보일수록 아동의 학업적 성취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Leung,

Lau & Lam, 1998)는 불일치한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의 양육방식과 학업적 성취의 관련성에 초

점을 두고 있으므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영역에까지 일반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

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발달은 성별과 연령 등

개인적 요인과 유아를 둘러싼 가정 더 나아가서 사회환경 등 다양한 변

수들로부터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문화를 영위하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큰 환경 속에서 자란 유아

들의 사회적 기술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 결과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지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 등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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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하는 용어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역,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인구학적 변인(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1]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역,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중국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

역,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

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은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3-2>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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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과 사회적 기술

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가치지향

가치란 행위의 이용 가능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

시적, 묵시적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기준으로 기능적으로 작용한다(임희섭, 1994;

Alwin, 2001).

가치의 지향성은 Hofstede(1991)와 Triandis(1995)가 제시한 집합주의

와 개인주의 두 차원으로 거론되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어

머니의 가치지향을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한다. 여기서, 집합주의는

개인이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부여되는 의무와

규범을 우선시하며 개인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고자 하는 반면, 개인

주의는 개인의 선호, 수요, 권리를 집단보다 우선에 두는 성향으로 조작

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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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가치

양육가치는 성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향하는 이념(김미정,

2001)으로, 부모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떠한 바람직한 자질

(quality)을 갖추기를 판단하는 기준(Alwin, 2001)이기도 하다.

Kohn(1965)은 순응적 양육가치, 자기지도적 양육가치, 사회적 양육가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양육가치를 순응적 양

육가치,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와 사회적 양육가치로 구분한다. 여기서, 순

응적 양육가치는 외부 권위에 대한 순응성을 가치롭게 여기고 복종, 예

의바름 등을 강조하는 가치이다. 자기주도적 양육가치는 자기통제, 책임

감 등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Kohn, 1977; Schaefer & Egerton, 1985)이

고, 사회적 양육가치는 사회적인 관계형성을 중요시하는 가치로 조작적

으로 정의한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외현적 · 내현적 행동(오성심 · 이종승, 1982)으로 처벌의 유무에

따라 특권 박탈(deprivation of privileges), 심리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처벌(corporal punishment), 잘못에 대한 벌주기

(penalty task and restorative behavior) 등 처벌적인 행동과 설명

(explain), 보상(reward), 감독(monitoring)과 같은 비처벌적인 행동으로

구분된다(Straus & Fauchier, 2007). 이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Straus 와 Fauchier(2007)의 구분에 의한 처벌적 양육행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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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보여주는 특정한 행동

(Ogden, 2003)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관계에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능력과 지위를 만들고, 유지하고, 증진하는 가능성

을 극대화한다(Gumpel,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주

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긍정으로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 행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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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 및 절차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

한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도구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연구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에 통과되었다(IRB No.

1312/001-004).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지역인 베이징시 조양구2)(北京市 朝

陽區)에 소재한 유치원 2곳과 농촌지역인 길림성 유하현(吉林省 柳河

縣)3)에 소재한 유치원 3곳에서 4세, 5세 유아와 해당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55개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

민족국가로서 여러 민족의 문화나 풍습이 각기 다양하고 이에 따른 부모

들의 양육가치관이나 양육방식 또한 차이가 있는 것(安花花，2010)이 분

명하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족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Ding(2003)은 베이징시 18개 구(區)를 기능별로 수도기능핵심구(urban core), 도시기

능확대구(first ring), 도시발전신구(second ring), 생태함양발전구(third ring)로 구분한

다. 그 중, 조양구는 전국 및 세계를 향한 대외지향형 경제서비스기능을 확대하는 기

능을 지닌 도시기능확대구(first ring)에 속하는 지역으로, 통계청(2011)에 의하면 도시

인구는 364.6만 명, 농촌 인구는 1.2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및 상업 중심지이다.

3) 중국 바이두바이커(百度百科)백과사전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유하현의 총인구는

37만 5천명, 그 중 도시 인구가 10만명(26.8%), 농촌 인구가 27만 5천명(73.2%)으로

다수의 농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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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 농촌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연

령

4세 18(47.4) 21(46.7) 39(47.0) 20(54.1) 16(43.2) 36(48.6) 75(47.8)

5세 20(52.6) 24(53.3) 44(53.0) 17(45.9) 21(56.8) 38(51.4) 82(52.2)

전체
38(45.8) 45(54.2) 37(50.0) 37(50.0)

83(52.9) 74(47.1) 157(100.0)

도시와 농촌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어

머니용 설문지를 지역별로 각각 130부씩 배부하였다. 설문 문항에 응답

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54부의 유효 설문지(도시

어머니용 83부, 농촌 어머니용 7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어머니 설문

지를 기준으로 해당 유아 15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기술

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 4세 유아 39명(남아 18명, 여아 21명), 5세 유아 44명(남아 20명, 여

아 24명), 농촌지역의 경우 4세 유아 36명(남아 20명, 여아 16명), 5세 유

아 38명(남아 17명, 여아 21명)으로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유아의 평균 월령을 조사가 진행되었던 시점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4세 유아는 평균 53개월(49개월-59개월), 5세 유아는 평균

62개월(60개월-71개월)이다.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단위: 명(%)

연구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

은 도시의 경우 30세~34세가 47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35세~39세가

24명(28.9%), 25세~29세가 10명(12.0%), 40세~44세가 2명(2.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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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농촌 어머니 중 30세~34세가 31명(41.9%)으로 가장 많았

고 25세~29세가 23명(31.1%), 35세~39세가 15명(20.3%), 40세~44세가 5명

(6.8%) 순으로 많았다. 도시와 농촌 어머니 모두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으나 20대 어머니의 경우에는 농촌이 도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도시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 졸업이 59명(

71.1%)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대학원 졸업이 10명(12.0%), 고등학

교 졸업이 10명(12.0%), 중학교 졸업 이하가 4명(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 어머니는 전문대 및 대학졸업이 27명(36.5%), 중학교 졸업 이

하가 25명(33.8%), 고등학교 졸업이 22명(29.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도시 어머니들이 농촌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도시의 경우 사무직이 37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14명(16.9%), 자영업이 12명(14.5%), 가정주부가 8명(9.6%), 서

비스직 7명(8.4%), 임시직 3명(3.6%), 기타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경우 가정주부가 20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16명

(21.6%), 자영업이 15명(20.3%)으로 나란히 뒤를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이 11명(14.9%), 서비스직 8명(10.8%), 기타 3명(4.1%), 임시직 1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보다 도시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또한, 농촌의 생산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농민들도

농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을 반

영한다.

월소득은 북경통계청(北京統計信息網)과 유하현 2012년 정부보고서(柳

河縣2012年政府工作報告)에서 보고한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2011년 베이징시 조양구(朝陽區) 주민의 월평균소득은 6978위안, 2012년

유하현 주민의 월평균소득은 2169위안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2000위안과 7000위안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의 구간을 설정한다.

조사대상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도시는 15000위안 이상이 29명(34.9%)으

로 가장 많았고 10000위안~15000위안이 21명(25.3%), 7000위안~100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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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19명(22.9%), 4000위안~7000위안이 14명(16.9%) 순으로 많았으며

4000위안 이하인 가구는 한가구도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은 2000

위안~4000위안이 3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4000위안~7000위안이 27

명(36.5%)이며 2000위안 미만이 13명(17.6%)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월소득의 양극화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발전수준의 불균형에서 비

롯된 것으로 ‘도농일체화’를 향한 중국 농촌의 도시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 26 -

변수 구분
도시(n=83) 농촌(n=74)

빈도(%) 빈도(%)

연령

25세~29세 10(12.0) 23(31.1)

30세~34세 47(56.6) 31(41.9)

35세~39세 24(28.9) 15(20.3)

40세~45세 2(2.4) 5(6.8)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4.8) 25(33.8)

고등학교 졸업 10(12.0) 22(29.7)

전문대 및 대학 졸업 59(71.1) 27(36.5)

대학원 졸업 이상 10(12.0) 0(0.0)

어머니

직업

전문직 14(16.9) 11(14.9)

사무직 37(44.6) 16(21.6)

자영업 12(14.5) 15(20.3)

서비스직 7(8.4) 8(10.8)

임시직 3(3.6) 1(1.4)

가정주부 8(9.6) 20(27.0)

기타 2(2.4) 3(4.1)

월소득

2000위안미만 0(0.0) 13(17.6)

2000위안~4000위안 0(0.0) 34(45.9)

4000위안~7000위안 14(16.9) 27(36.5)

7000위안~10000위안 19(22.9) 0(0.0)

10000위안~15000위안 21(25.3) 0(0.0)

15000위안 이상 29(34.9) 0(0.0)

<표 Ⅳ-2>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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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내용
Cronbach's



집합

주의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2. 부모는 개인적 즐거움을 찾기에 앞서 책임을 다하도록 아

이를 가르쳐야 한다.

3.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기

꺼이 한다.

.60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

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1) 가치지향

어머니의 가치지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순형(2005)의 한국인 이념정향

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중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집합주의 3문항, 개인주의 3문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

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하

위영역별로 총점은 3점에서 15점의 분포를 가진다. 이를 문항수로 나누

어 평균 점수를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각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집

합주의와 개인주의 문항구성과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표 V-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합주의는 .60, 개인주의는 .52로 나타났다.

<표 V-3> 가치지향 문항구성과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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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의

4.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가식이다.

5.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다.

.52

2) 양육가치

어머니의 양육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Kohn's Rank Order of Parental

Values(1977)를 Schaefer와 Edgerton(1985)가 수정한 것을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항목별로 순응적 양육가치 2문항, 자기주도적 양육가치

2문항, 사회적 양육가치 1문항씩 총 3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문항에 대하

여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으로 1-5위까지의 순위를 매기게 하였

다. 그러나 서열 질문법은 어머니들이 순응성과 자기주도성을 동시에 지

향할 수도 있다(Rothbaum & Tromsdorff, 2007; Tamis-LeMonda, Way,

Hughes, Yoshikawa, Kalman & Niwa, 2007)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는 모

호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하위영역별로 3문항씩 추

출하여 총 9문항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세 가지 양육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

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위영역별로 총점은 3점에서 15점의 분포를 가지며

이를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

인 문항내용과 하위 영역별로 산출한 신뢰도는 <표 Ⅳ-4>에서 제시하

였다. 순응적 양육가치의 신뢰도는 .54,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의 신뢰도는

.65, 사회적 양육가치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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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가치
문항내용

Cronbach's



순응적

1. 우리 아이가 어른들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우리 아이가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3. 우리 아이가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54

자기

주도적

4.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우리 아이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6.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65

사회적

7.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8. 우리 아이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9.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77

<표 Ⅳ-4> 양육가치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3) 양육행동

Straus와 Fauchier(2007)가 개발한 어머니의 훈육방식검사(The

Dimensions of Discipline Inventory, DDI)를 정혜린(2013)이 수정 번안

한 것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특권 박탈,

심리적 공격, 신체적 처벌을 포함하는 처벌적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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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내용
Cronbach's



처벌

1. 아이가 잘못 했을 때 용돈이나 장난감, 다른 특권을 회수한다.

2.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아이를 바깥에서 놀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의 활동을 제한한다.

3. 아이에게 소리치거나 호통을 친다.

4. 아이를 차갑게 대하거나 안아주거나 뽀뽀하지 않는 등 애정을

거둔다.

5. 아이가 잘못 했을 때 아이에게 게으르다, 엉성하다, 생각 없다

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

6. 아이를 주목시키기 위해 흔들거나 꽉 붙잡는다.

7.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손바닥으로 아이를 때린다.

8. 아이가 순종적이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아이의 엉덩

이를 때린다.

9.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킨다.

.75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어머니가 처벌행동을 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하지

않는다(1점)’, ‘거의 하지 않는다(2점)’, ‘가끔 한다(3점)’, ‘자주 한다(4점)’,

‘항상 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른다. 모든 문항의 총점을 산출

하고 문항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행동

을 구성하는 구체적 문항과 신뢰도는 <표 Ⅳ-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75로 나타났다.

<표 Ⅳ-5> 양육행동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4)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개발한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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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Measure’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McGinnis와 동료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초기 사회적 기술 8문항, 학교 관련 기술 4문항, 친구형성

기술 8문항, 감정조절 기술 6문항, 공격행동 대처 기술 5문항, 스트레스

대처 기술 9문항 등 총 40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각 상황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

(prosocial skill)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아동학 전문가

3인에게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 받은 결과, 이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보다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에 더 타당하다는 데서 일치한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Skill Situation Measure’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판단되는 체크리스트

형의 평정도구였다. 이러한 부모 및 교사에 의한 평정법은 검사자의 주

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고 또한 사회계층 · 문화에 따라 ‘사회적 성숙’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Raver & Zilger, 1997). 더욱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은 상

이한 지역문화를 지니므로(張海鐘, 2009) 두 지역 측정결과의 일치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아닌 아동에게 가

설적인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유아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이

에 연구자는 40문항 중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또한 이해하

기 쉬운 11가지 상황을 추출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과 함께 내용에

맞는 그림카드를 제시하여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였

다. 연구자는 유아들의 대답을 녹음한 뒤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한다. 채

점기준은 유아들이 11가지 상황에서 타인과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긍정

적으로 대응하는가 여부를 판단한 후,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경우 1점, 그

외 다른 반응일 경우 0점을 부여하고 합산한다. 총점은 0점에서 11점의

분포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평가된

다. 11개 문항의 총 신뢰도는 .51로 나타났다. 이종환(2011)에 의하면, 신

뢰도의 높고 낮음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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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그림 채점기준

용 기

있 게

말 하

기

00가 장난감 자동차를 놀고 있는

데 친구가 빼앗아갔어요. 00은 어

떻게 해야 할까요?

1점: 잘 말해요, 다

른 거로 바꿔요,

잠시 놀게 하고 달

라고 해요

0점: 그 외 응답

편적으로 .60이상이면 만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회

적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 수준은 다소 낮지만 연구에 사용되기

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Ⅳ-6>에서 문항내용과 평가 기

준을 한 예로 제시한다4).

<표 Ⅳ-6> 사회적 기술 문항내용과 평가기준 예시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012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베이징시 조양구(北京市 朝陽區)

에 소재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8명과 해당 어머니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제

작한 다음 연구자가 중국어로 직접 번역하여 대학원 재학 중인 한중 번

역 경험이 풍부한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검사를 받고 번역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재수정하여 최종 번역본을 예비조사에 사용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 어머니용 설문지는 별다른 문항응답의 어려움은 없었고 유아들

4) 나머지 문항과 구체적 평가기준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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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그림카드와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을 해주었다.

2) 본조사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베이징시와 길림성 유하현에 소

재하는 유치원 5곳에서 원장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연구대상인 4세, 5세

유아를 선정하였다. 중국 유치원의 경우, 반급을 연령별로 대반(大班)，

중반(中班), 소반(小班)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혼합연령반이 많으므로 조사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대반과

소반에서 4세와 5세 연령에 해당되는 연구대상 유아를 표집하였다. 먼저

해당 반급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 회수한 뒤 유효

한 설문지에 한하여 해당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 검사는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독립된 공간에서 일

대일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유아 한 명당 총 15~20분이 소요

되었고 유아들의 응답에 연구자는 녹음을 하고 조사가 마치고 나서 기록

지에 기록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Cronbach's

), 독립표본 t-검증,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

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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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

른 변수들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

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진행하였고, 어머니의 가치

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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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1.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

1)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

향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및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V-1>에서 제시하였다. 어머니

의 가치지향을 살펴보면, 집합주의 평균 점수는 4.45점(SD=.57)으로 “그

런 편이다”(4점)와 “매우 그렇다”(5점)사이의 분포를 나타냈으나 개인주

의 평균 점수는 2.42점(SD=.92)으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이다“(3

점)사이에 분포되었다. 이는 어머니들은 개인주의보다 집합주의를 더 지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가치에 있어, 어머니는 순응적 양육가치, 자기주도적 양육가치, 사

회적 양육가치를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순응적 양육가치는 4.29점(SD=.47), 자기주도적 양육가치는 4.83점

(SD=.29), 사회적 양육가치는 4.75점(SD=.37)으로 만점 5점에 근접하였

다. 그 중에서 자기주도적 양육가치가 4.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순응적 양

육가치가 4.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순응성, 자기

주도성, 사회성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도 자기주도성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은 2.02점(SD=.53)으로 “거의하지 않는

다”(2점)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중국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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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치지향

집합주의 4.45 .57 1.00 5.00

개인주의 2.42 .92 1.00 5.00

양육가치

순응적 4.29 .47 3.00 5.00

자기주도적 4.83 .29 4.00 5.00

사회적 4.75 .37 4.00 5.00

양육행동 처벌 2.02 .53 1.00 3.00

<표 V-1>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

(N=157)

2)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역, 교육수준)에 따른 가

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거주지역인 도시와 농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표 V-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 어머니와 농촌 어머니의 가치지

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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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도시(N=83) 농촌(N=74)

t

하위범주 M(SD) M(SD)

가치지향

집합주의 4.37(.56) 4.54(.58) -1.79

개인주의 2.45(.83) 2.40(1.02) .36

양육가치

순응적 4.18(.47) 4.42(.45) -3.24**

자기주도적 4.82(.31) 4.83(.27) -.21

사회적 4.69(.41) 4.82(.31) -2.23*

양육행동 처벌 1.85(.47) 2.21(.53) -4.52***

<표 V-2> 지역에 따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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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지향의 경우, 농촌 어머니의 집합주의 점수는 4.54점(SD=.58)으로

도시 어머니의 4.37점(SD=.5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주의에서는 도시 어머니가 2.45점(SD=.83)으로 농촌 어머니

의 평균 점수인 2.40점(SD=1.0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차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도시 어머니와 농촌 어머니의 집합

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동질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양육가치의 경우 순응적 양육가치와 사회적 양육가치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농촌 어머니(M=4.42, SD=.45)는 도시 어

머니(M=4.18, SD=.47)보다 순응적 양육가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고(t=-3.24, p<.001), 사회적 양육가치에서도 농촌 어머니(M=4.82,

SD=.31)가 도시 어머니(M=4.69, SD=.4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2.23,

p<01). 이는 도시 어머니보다 농촌 어머니들이 자녀의 순응성과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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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양육가치

에서 도시 어머니(M=4.82, SD=.31)와 농촌 어머니(M=4.83, SD=.27)는 거

의 비슷한 점수를 보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농촌

어머니(M=2.21, SD=.53)는 도시 어머니(M=1.85, SD=.47)보다 처벌적 양

육행동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52, p<.001). 이는 농촌 어머니

들이 도시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처벌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결과(程楊,

2011; 李連英, 2006; 李晶 · 王建兵, 2010; 孫瑜, 2006; 鄭曉生, 2009)와 일

치한다. 그 이유로, 연구에 참여한 농촌 어머니 중 대부분이 폐쇄된 70년

대의 농촌 사회에서 성장하였기에 그 시기 부모로부터 경험한 처벌적인

훈육방식을 전승하여 고스란히 자녀 사회화과정에서 표출한다. 또한, 중

국의 전통적 교육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농촌에서는 처벌에 대해 부정

적인 교육방식이라고 간주하기보다 ‘사랑의 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유아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李

穎, 2007; 馬輝, 2012; 趙夢蝶,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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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고졸

이하(N=61)

대졸

이상(N=96) t

하위범주 M(SD) M(SD)

가치지향

집합주의 4.51(.59) 4.41(.57) 1.01

개인주의 2.50(1.04) 2.38(.85) .84

양육가치

순응적 4.37(.48) 4.25(.47) 1.55

자기주도적 4.77(.30) 4.86(.28) -1.97

사회적 4.76(.38) 4.75(.37) .21

양육행동 처벌 2.20(.56) 1.91(.48) 3.50**

<표 V-3>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차이

** p<.01

다음으로,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

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를 <표 V-3>에서 제시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가

치지향을 살펴보면, 학력이 고졸 이하인 어머니의 집합주의 평균 점수는

4.51점(SD=.59)으로 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평균 점수 4.41(SD=.57)보다

다소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의 경우 고졸

이하인 어머니는 2.50점(SD=1.04)으로 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2.38점

(SD=.8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가치를 살펴보면, 순응적 양육가치의

경우 고졸 이하인 어머니(M=4.37, SD=.48)가 대졸 이상인 어머니

(M=4.25, SD=.47)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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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양육가치에서 고졸 이하인 어머니

(M=4.76, SD=.38)는 대졸 이상인 어머니(M=4.75, SD=.37)와 비슷한 수준

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에서

는 대졸 이상인 어머니(M=4.86, SD=.28)는 고졸 이하인 어머니(M=4.77,

SD=.30)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어머니(M=2.20, SD=1.91)는 대졸 이상인 어머니(M=1.91, SD=.48)보다 처

벌적 양육행동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50, p<.01). 이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교육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關影 · 劉春芬,

1994)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를 더 통제하고

독재적인 양육방식을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애정적이며 자녀가 잘못을 할 경우 강압적

인 방식을 통해 통제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추론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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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4>에 따르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살펴보면, 도시 유아들의 평균 점

수는 6.98점(SD=1.53)으로 농촌 유아의 평균 점수인 5.99점(SD=1.7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t=3.79, p<.001). 이는 중국 도시 유아

들이 농촌 유아보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능숙한

사회능력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關影 · 劉春芬, 1994; 李丹 · 陳鋒 · 陳

欣銀 · 陳斌斌, 2011; 鄭航, 2003)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20, p<.01). 즉, 남아(M=6.07,

SD=1.64)보다 여아(M=6.90, SD=1.63)의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갈등 상황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완화를 위해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하며 분노를 덜 표현한다는

결과(김정희 · 문혁준, 2004; 송미선, 2001; Miller, Danaher & Forbes,

1986; Walker, Irving & Berthelsen, 2002; 嚴燕華, 2009; 張曉 · 王曉艷 ·

陳會昌, 2006)와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5세 유아(M=6.80, SD=1.75)들이 4세 유아(M=6.17,

SD=1.55)보다 사회적 기술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t=-2.39,

p<.05).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친사회적 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도 높아진다는 결과(안라리 · 김희진, 2008; 張曉 ·

王曉艷 · 陳會昌, 2006)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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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구

학적

변인

구분

사회적 기술

t

M(SD)

지역

도시 6.96(1.53)

3.79***

농촌 5.99(1.71)

성별

남아 6.07(1.64)

-3.20**

여아 6.90(1.63)

연령

4세 6.17(1.55)

-2.39*

5세 6.80(1.75)

<표 V-4>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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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

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1)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 결과는 <표 V-5>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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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어머니의 가치지향과 양육가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합주의 가치

지향은 양육가치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의 집합주의는 순응적 양육가치(r=38, p<.001), 사회적 양육가치(r=.37,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집합주의 성

향이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순응성과 사회성을 더 가치롭게 여

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집단에

의 적응이 자녀양육에서 중요하다는 가치를 지닌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

은 어머니에 비해 외부권위에 대한 순종, 예의 바름을 더 중요시한다는

결과(김미정, 2001)와 일치한다. 또한, 순응적 양육가치와 사회적 양육가

치에 비해 상관계수가 작지만, 어머니의 집합주의는 자기주도적 양육가

치(r=.22, p<.01)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집합주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부모는 자녀 개인의 발전과 행복보다 가족과 사회에

의 적응력 등을 강조하는데(김미정, 2001) 이는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중

요시하는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와 상충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아에

대한 개념이 문화 간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Yang, 1995)에 의하면 서양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

들은 자신과 타인을 명백히 경계를 두는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

를 가지는 반면,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주

변 사람과의 관계로 정의하는 상호의존적 자아를 가진다. 이는 순응적

양육가치와 자기주도적 양육가치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7,

p<.01)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입증되기도 한다. 즉, 집합주의

사회에서의 자아는 타인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집단지향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Lieber, Fung & Leung, 2006).

주목할 것은, 양육가치의 하위영역인 순응적 양육가치(r=.27, p<.01)와

사회적 양육가치(r=.51, p<.001)는 모두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는 자녀의 순응성과 사회성을 중요시할

수록 자기주도성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순응적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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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자기주도적 양육가치를 서로 대립 시키는 기존 연구(김미정, 2001;

Curtner-Smith et al., 1995; Kohn, 1977; Tudge, Hogan, Snezhkova,

Kulakova & Etz, 2000)와 다르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측

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겠으나, 자율성과 관계성은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공존하면서 상호의존적임(Tamis-LeMonda,

Hughes, Yoshikawa, Kalman & Niwa, 2007)을 입증하는 단서로 된다.

한편,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은 양육가치, 가치지향과 유의한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합주의를 지향하는 어머니일

수록 자녀들이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자신이 정해진

행동표준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자녀들이 그 표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

을 때에는 매섭게 벌을 주거나 냉담하고 덜 온정적으로 대한다는 선행연

구(김지신 · 박성연, 1997; Luster, Rhoades & Haas, 1989)와 일치하지

않다. 이는 아마도 중국 어머니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처벌하고

훈육하는 행동양식은 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 등 의식형태보다는

어머니의 성격, 정서 상태, 자기조절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

기에(김은진 · 박성연 · 임희수, 2009; 박서영 · 박성연 · Cheah, 2007;

송신영 · 박성연, 2008; Belsky & Pensky, 1990; Bettes, 1988) 추후 연

구에서는 이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보듯,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 간에 부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최대가 .57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려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

으므로(이학식 · 임지훈, 2011) 이에 대한 분석은 후술한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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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

집합주의 개인주의 순응적 자기주도적 사회적 처벌

가치지향

집합주의 1

개인주의 -.25** 1

양육가치

순응적 .38*** -.07 1

자기

주도적
.22** -.13 .27** 1

사회적 .37*** -.11 .57*** .51*** 1

양육행동 처벌 -.05 -.04 .08 -.10 -.04 1

<표 V-5>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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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

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6>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유아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을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술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의 기본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치가 2에 근접한 2.068로 나타나

오차항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는

.520에서 .998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2에서 1.92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종속변수인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0.44, df=4, 152, p<.001).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유아

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β=-.28, p<.001), 성별(β=.23,

p<.01), 연령(β=.17, p<.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여아이고

도시에 거주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에서는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가치지

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설

명력은 7% 증가한 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6, df=6, 150,

p<.001). 모형 1에서 유아의 인구학적 변인 중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지역의 영향력은 감소

되고, 처벌적 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영향력(β=-.25, p<.01)을 가졌다. 이

외, 유아의 성별(β=.21, p<.01)과 연령(β=.20, p<.01) 또한 비슷한 수준으

로 사회적 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아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에 비해 어머니의 처벌적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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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이 밝혀

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와 같은 강

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유아는 타인과 사회를 불신하는 감정과 반

항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내면화하여 더 많은 문제행

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겪는다는 선행연구(류다형, 2011; 박혜

경 · 박성연, 2002; Catrin, Rutger & Roy, 2005)와 맥을 같이 한다. 또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으로 강압할 경우, 유아는

어머니의 공격적인 행동을 모델링하고 강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

모로부터 학습된 부적절한 행동과 방식을 또래나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

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건전한 사회적 능력을 키우

기 위해서는 향후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처벌적 방식보다 자녀에게 잘못

에 대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방식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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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Model 1 Model 2

B β B β

유아의

사회인구

학적

변인

지역a -.94 -.28*** -.58 -.17*

성별b .77 .23** .71 .21**

연령 .57 .17* .66 .20**

가치지향
집합주의 .07 .02

개인주의 -.16 -.09

양육가치

순응적 -.14 -.04

자기주도적 .43 .07

사회적 -.43 -.10

양육행동 처벌 -.80 -.25**

상수 13.19*** 3.22**

 (Adj. ) .17(.15) .24(.20)

 변화량 .17 .07

F 10.44*** 5.26***

<표 V-6>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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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미변수(도시=0, 농촌=1)

b. 더미변수(남아=0, 여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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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중국의 경

제성장은 전대미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서구

문화의 거침없는 유입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주의체제와 경제적 자본주의

체제가 접합되는 특이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의 의식구조나 행위양식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는 가

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식구조나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침

으로써 양육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중국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이 어떠

하며 이는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인 지역과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중국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인구학적 변인인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어머니 양육 관련 변인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인 베이징시 조양구(北京市 朝陽區)에서 4, 5세 유

아 및 유아 어머니 83쌍과 농촌지역인 길림성 유하현(吉林省 柳河縣)에

서 4, 5세 유아 및 유아 어머니 74쌍, 총 157쌍을 선정하여 설문지와 면

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첫째, 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집합주의 성향은 비교적 높고 개인주의

성향이 약하다. 많은 선행연구(韩元君，2011; 康来云，2008; 林成福，

2004; 王义芳 · 李伦，2008)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확대, 사회주의 시

장체제의 도입 그리고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성행하는 객관적 환경

으로 인해 사람의 전통적 집합주의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여전히 집합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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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사회를 집합체로 강조하고 개인의 발전과 자유, 권리보다 집

단의 화목을 우선시하는 유교문화의 근본적 사상이 중국 어머니들의 의

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존속해온 집합주

의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집합주의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응성보다 자기주도성을 더 중요시한다. 어머니가 스

스로 지향하는 이념과 자녀 양육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이 복합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나 윗손에게 순응하고 어른

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장유유서의 아동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회

의 발전과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성인중심의 아동관은 차츰 아동본위

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특유의 산아정책으로 인해

한명의 자녀를 낳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에게

유례없는 각별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양육의 최종적 목표를 가문부흥보다

는 아이의 개성, 독립의식, 자아실현을 통한 개인 발전에 가치를 두게 되

었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Chen, Cen, Li & He, 2005; 李晓华, 2011; 李力, 2007).

둘째, 어머니의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가치지향은 지역이나 교육수준과

관련 없이 모두 동질적이었으나, 양육가치에 있어서는 농촌 어머니가 도

시 어머니에 비해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

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양육가치의 차

이는 현대화 진전이 빠르고 사회 문화가 빨리 변화하는 도시에 비해 농

촌에서는 전통적인 집합주의와 가족주의 의식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농촌에서는 산아정책 때문에 핵가족이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의 핵가족은 여전히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혈연관

계나 지연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끈끈한 가족중심

적 집합주의 이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이경아, 2005). 따라서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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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은 이러한 가치지향을 자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내면화 시키려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어머니보다 농촌 어머니가,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보다 교

육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처벌적 양육행동을 더 자주 한다. 이 연구에 참

여한 도시 어머니는 83.1%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인 반면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농촌 어머니는 불과 36.5%이다. 도시 어머니에 비해 농촌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양육행동의 차이를 야기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 어머니들은 선진적인 사

물이나 사상을 보다 빨리 흡수하고 인터넷이나 서적 등 여러 가지 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육아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유아발달에

유리한 훈육기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며 지혜롭게 자녀양육에 임

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 어머니들은 전통적 사상과 방식

에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떻게 과학적으로 자녀양육에 접근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자녀교육에서 처벌적 양상이 더 뚜렷

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다. 도시 유

아가 농촌 유아보다 갈등적인 상황을 대처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더 성숙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부모들이

유아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대처하는 환경을 마련하며 이에 적절한 가르침을 전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 외동아의 ‘소황제 신드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도시 부모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양성에

도 각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도시 유아들의 사회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아들이 남아보다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이 더

높아 발달단계상 여아가 남아보다 비교적 빨리 능숙한 사회적 기술을 획

득한다는 보편적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아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남아에 비해 여아들은 사회적 상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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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협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보다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재나 협상과 같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기대된다. 한편, 중국

은 현재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인정된다. 이 연구에서도 어머니 절반 이상이 사

회활동에 참여하는 워킹맘으로 직장을 다니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많은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능력도 성숙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

니 밑에서 자란 여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동일시하고 모

방하여 보다 능숙하게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

그리고 5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 이는 대부분 유

아의 연령에 따라 사회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유우영 · 이숙, 1998; 장영

숙 · 강경석 · 김희정, 2003)와 일치한 결과이다. 유아의 생활연령은 발

달수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조용래, 2000)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 공감능력이 등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해

교육기관이나 가정환경 속에서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도를 받으므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가치지향, 양육가치, 양육행동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머니의 집합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자녀양육에서 순응성과 사회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권위에 복종하고 집단 속의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형성이 요구되는 집합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하고 개

인보다 집단을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관의 주도 하에 어머니도 자녀 사회

화에서 순응성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양육이념을 지니고 있다. 이외, 어머

니의 집합주의 가치지향뿐만 아니라 순응적 양육가치, 사회적 양육가치

가 모두 자기주도적 양육가치와 정적 관계가 있다. 양육가치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김미정, 2001. 2004; Alwin, 1984; Kohn, 1977; Luster,

Rhoades & Haas, 1989; Pearlin & Kohn, 1966; Xiao, 1999. 2000)는 순

응성과 자기주도성을 상호대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지만 최근,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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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치를 개인발전 혹은 집단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적응 어느

차원에 두는 것은 대조되는 개념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역동적으로 공존

한다(Tulviste, Mizera, Geer & Tryggvason, 2007; Wang &

Tamis-LeMonda, 2003; Weininger & Lareau, 2009)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집합주의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순응적 양육가치, 사회적

양육가치도 중요시하지만 자녀의 자기주도성도 동시에 가치롭게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유아의 연령, 성별과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

적 기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유아의 사회능력

의 발달은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양육자가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는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결과

(권유경 · 정소희, 2010; 류다형, 2011; 박서영 · 박성연 · Cheah, 2007;

최순자, 2007; Eisenberg & Fabes, 1998)와 일치한다. 비록 이 연구에서

지역변인도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즉 도시 유아에

비해 농촌 유아의 사회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농촌의 문화적 환경의 상대

적 결핍에서 비롯되기보다 사회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환경 및

양육자의 실제적 양육행동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지역과 관

련 없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바람직한 가정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들은 강압적 수단을 통해 자녀를 통제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보다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녀

가 잘못을 행할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녀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해나가도

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54 -

2. 제한점 및 의의

1) 제한점

이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다음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

에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과 서양나라의 연구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토대

로 구성한 도구이다. 중국과 한국은 동일한 유교나라이지만 문화적으로

차이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한중 비교문화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처럼 국가 간 상이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서구에서 제작

한 도구를 그대로 번역하여 중국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서

검증되고 사용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국 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보다 신빙성이 높은 척도를 개발

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세계적으로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지역구분과

인구구성이 다양하다. 단적으로 중국의 인구는 14억에 이르므로 이 연구

에서 표집한 150여명의 어머니로 대표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 중국

은 지역에 따라 문화도 각자의 특색을 지니고 경제발전 수준도 서로 다

르기에 북방에서 선정한 북경과 유하현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전국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의 동부와 서부, 북방

과 남방 등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고 보다 많은 양의 연구대상을 선정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 중 양육행

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영향력

은 다소 미약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타인

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달하는 행동으로서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들은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유아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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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지내게 된다. 더욱이 북경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다수 어머니들

이 취업모이고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기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에서 경험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다른 요인들만큼 사회적 능력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에게 또래의 영향력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의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

다. 첫째, 중국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 기존의 양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유아를 따로 분리시켜 살펴보았고, 양육 관련 변인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양육방식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도입하였을 뿐 가치지향이나 양육

가치 등 인지적 측면이 어떠한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에 따른 연구들이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어머니의 의식형태와 그에 따른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탐

색하고, 이러한 양육 관련 요인들이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둘째, 그동안 Kohn의 양육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서열 질문형식

으로 측정함으로써 순응적 양육가치와 자기주도적 양육가치가 서로 대립

되는 두 차원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틀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한계점이 지적되어왔고, 더욱이 현재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중국 어머니의 양육가치도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되어 있

는 과도기적 특성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

서는 기존의 측정방법을 리커트로 재구성하여 측정함으로써 순응성과 자

기주도성은 공존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현재 중국 어머니가 지니는 양

육가치관의 복합적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서 의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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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도시와 농촌의 유아를 비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지역 유아

의 발달적 차이를 도 · 농간 사회문화와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자녀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아들이

바람직하고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어떠한 긍정적 방식을 통해 자녀를 사회화 하는가에 대

해 도움을 주는 근거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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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문항내용 그림제시

초기

사회

기술

용기

있게

말하기

1. 00가 장난감 자동차를 놀고 있는데

친구가 빼앗아갔어요. 00은 어떻게 해

야 할까요?

부탁하기

2. 친구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 만화영

화를 보고 있는데 자리가 아주 비좁

아요. 00은 자리에서 만화영화가 보이

지 않아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기

3. 00가 자신의 크레용을 찾지 못하자

친구가 그에게 빌려주었어요. 00은 어

떻게 해야 할까요?

우정

형성

기술

위로하기
4. 00가 무척 슬퍼하고 있어요. xx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기

5. 00가 주방놀이에서 장난감 접시를

갖고 놀고 있어요. xx도 함께 놀이를

하고 싶은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함께 놀 수 있을까요?

돕기

6. 00은 친구가 많은 물건을 들고 있

어 교실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보았

어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록 1]

유아의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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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행동

대처

기술

언어적

공격

7. 00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바보야”라고 놀리기 시작해

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적

공격

8. 00가 친구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를 때렸어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적

공격

9. 00와 xx는 친한 친구예요. xx는 다

른 친구와 놀고 00와 함께 놀자고 묻

지 않아요. 00은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

레스

대처

기술

패배에

대처하기

10. 00가 친구와 게임을 해요. 00은

게임에서 졌어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기

11. 00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다른 친구에게 장

난감 자동차를 먼저 가지고 놀라고

해요. 00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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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평점 기준

1점 0점

초기

사회

기술

용기 있게

말하기

· 잘 상의해요

· 뺏지 말라고 도리를 따져요

· 잠시 놀게 하고 달라고 해요

· 다른 놀잇감(예쁜 물건)으로

교환해요

· 같이 놀자고 해요

· 그냥 줘버려요

· 화가 나요

· 울어요

· 경찰에 신고해요

· 엄마가 오면 혼내줘요

· 빼앗아와요

· 때려요

부탁하기

· 앞의 친구와 자리를

바꾸자고 해요

· 앞의 친구보고 비켜달라고

해요

· 엎드려서(서서) 봐요

· 안 보고 그냥 들어요

· 급하고 화나요

· 앞의 친구가 간 후에 봐요

· 선생님에게 말해요

감사하기
· 감사하다고 말해요

· 맛있는 것(놀잇감)을 줘요

· 그림 같이 그려요

· 그냥 그림 그려요

· 다 그리고 돌려줘요

· 쓰고 돌려주지 않으면

엄마가 사줄거예요

우정

형성

기술

위로하기

· 달래줘요

· 기분이 좋을 때 까지 같이

놀아줘요

·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 눈물을 닦아주고 맛있는

과자를 줘요

· 선생님을 찾아요

· 몰라요

[부록 2]

유아의 사회적 기술 평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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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 나눠서 놀아요

· 같이 놀아요

· 빌려줘요

· 그가 놀잇감을 사면 같이

놀 수 있어요

· 그의 엄마가 놀잇감을

사줄거예요

· 빌려주지 않아요

돕기

· 문을 열어줘요

· 책을 들어줘요

· 도와줘요

· 서로 도와야 해요

· 책을 놓고 문 열라고

알려줘요

· 다른 친구 찾아서 도와줘요

공격

행동

대처

기술

언어적

공격

· 이러면 안 돼, 좋은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해요

· 사과하라고 해요

· 공을 놀게 해요

· 같이 놀자고 해요

· 이러면 예의가 없다고 해요

· 말도 설득해요

· 피해요

· 기분이 나빠요

· 울어요

· 때려요

· 나도 바보라고 해요

· 입을 틀어막아요

· 아빠 찾아서 때려요

신체적

공격

· 하지 말라(우리 좋은

친구잖아)라고 해요

· 사과하라고 해요

· 너 이러면 안 돼, 좋은 아이

아니야 라고 해요

· 놀잇감을 빌려줘요

· 그의 친한 친구를 찾아

설득시켜요

· 빨리 도망 가요

· 그랑 안 놀아요

·울어요

· 나도 발로 차요

· 공으로 때려요

· 얼굴이 부서지도록 때려요

관계적

공격

· 놀잇감을 갖고 같이 놀아요

·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서 선물해요

· 집에 초대해서 케익 먹자고

해요

· 친구는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해요

· 좋은 물건을 주면 같이

놀아줘요

· 혼자 놀아요

· 어쩔 수 없어요

· 아주 슬퍼요

· 친구 때려요

· 친구를 빼앗아 와요

· 화가 나서 귀신차림으로

놀려줘요

· 바람개비를 빼앗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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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레스

대처

기술

패배에

대처하기

· 테이프로 붙여요

· 다시 그려요

· 수정해요

· 다음에 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 슬퍼요

· 선생님에게 혼나요

· 엄마보고 붙여(사달)라고

해요

먼저 하기

· 빨리 하는 방법을 생각해요

· 다시 한 번 비겨봐요

· 노력해서 다음에 이기도록

해요

· 연습하고 다시 비겨요

· 열심히 해요

· 져도 괜찮아요

· 슬퍼서 울어요

· 친구의 것을 빼앗아 와요

·주먹으로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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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 보호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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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참여자 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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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어머니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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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hinese

Mothers' Value Orientation,

Parental Values, Parenting

Practices on Children's Social

Skills

JING, ZHAO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find out how Chinese

mothers' value orientations,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practices

diffe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2) to find out how

children's social skills diffe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3) to clarifying how maternal parent-related variables affect

children's social skills.

The subjects were 157 mathers and their 4-years, 5-years-old

children from Beijing City and Jinlin Province. Statis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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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Chinese mothers showed higher score on collectivism than

individual orientation and put emphasis on conformity, self-direction

and social parental values. However, compared with conformity and

social values, all mothers thought that self-dir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Moreover, Chinese mothers seem to avoid to using punitive

strategies in all daily life.

2.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values,

parenting practices between urban and rural mothers. Rural mothers

scored higher in conformity, social value and punitive practices than

urban mothers. In addition, the effects of mothers' education were

just found on punitive practices, not value orientation and parental

values.

3.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skills according to region, gender and age. Urban children showed

more competence in different situations than that of rural and girls

used more strategies than boys to solving problems. Also, 5-year-

old children were more skillfull on interactions with peers than

4-year-old children.

4. Chinese mother's collectivism orientation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nformity, self-direction and social parental values.

However, Chinese mother's punitive practices had no significant with

value orientation or parental values.

5. When children's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for,

Chinese mothers' punitive practices had a negative effects on

children's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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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中國母親的價值觀，育兒觀，養育行為

與幼兒社會行為的關係

本研究主要考察的是中國城鄉母親的集體主義·個人主義價值觀，育兒觀，

養育行為是否存在差異以及幼兒的社會行為是否根據地區，性別，年齡存在

差異。最後，考察母親的價值觀，育兒觀，養育行為與幼兒的社會行為有著

怎樣的關係。被試是從北京市朝陽區和吉林省柳河縣的5所幼兒園方便取樣

的共157名兒童(4-5歲)及其母親。母親的價值觀，育兒觀及養育行為主要通

過問卷，兒童的社會行為是通過面談被測量。所搜集的數據主要通過差異檢

驗，相關分析，回歸分析等方法來進行分析，從而得出以下結論。

1. 中國母親的集體主主義傾向顯著高於個人主義。大多數母親普遍重視孩

子的順從性，自我主導性和社會性，但比起順應性，自我主導性，母親們更

強調孩子的自我主導能力。另外，在養育行為上很多母親盡可能避免使用處

罰的方式教育孩子。

2. 城市和農村母親的育兒觀和養育行為存在顯著差異。農村的母親更加強

調順應性，社會性，而在養育行為上也比城市母親表現出更多的處罰行為。

另外，隨著母親的教育水平高低，養育行為存在顯著差異。母親學歷越高，

處罰行為的使用頻度越高。 

3. 中國母親的價值觀，育兒觀，養育行為和兒童的社會行為顯著相關。首

先，母親的集體主義價值取向越強，強調順應性和社會性的水準越高。集體

主義和自我主導性育兒觀也存在顯著相關，但比順應性和社會性的相關程度

較低。然而，母親的價值觀和育兒觀與處罰行為沒有顯著相關，或許母親教

育孩子過程中是否進行處罰可能取決於母親個人的性格，情緒狀態等個人特

點，對此後續研究可以進行考證。 

4. 在控制兒童的性別，年齡及母親的教育水平等變量后，母親教養方式中

的處罰行為對幼兒的社會行為產生負面影響，這與以往的研究結果相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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