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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수준과 연관이 있는 세대관계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세대 간 양가성은 세대관계에 모순된 규범이 존재하여, 세대관계

의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중노년기를 중심으로 논

의되어 왔으나, 오늘날 한국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복잡한 세대관계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양가성을 예측하는

세대관계 특성으로, 세대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하위 차

원인 구조적, 연합적, 합의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부모 두 명이 모두 생존한 만 19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의 청년 총 1,019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이었다. 아버지 및 어

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측정은 세대 간 심리적 양가성 척도를 한국 청년

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과 세

대 간 결속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별도로 분석했으며, 통제변수는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

수, 대학생 여부, 주관적 계층 인식과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이었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세

대 간 양가성의 수준은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집단이

발견되었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세대 간 양가성 경험의 차이를 확인했

을 때, 청년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해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세대 간 결속 중, 연합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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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이 세대 간 양가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은 부모와 면대면 상호작용을 자주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을수록,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록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했다. 반면 노부모 부양

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은 청년은 부모에 대해 더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했다. 합의적 결속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

다. 즉, 청년들은 어머니와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에 대

해 더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여부로 측

정한 구조적 결속은 청년의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 간 양가성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 청년의 세대관계를 설명한 첫 번째 시도로서, 현재 청년들이 경험

하고 있는 세대관계의 복잡성, 이중성, 다원성을 세대 간 양가성의 이론

적 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노년기를 위주로 연구되던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이 한국 청년의 세대관계를 이해하는데에도 유용한 관점

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관계 특성의 연관성을 탐

색할 때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을 활용함으로써, 세대관계의 대

표적인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청년, 세대관계, 세대 간 양가성, 세대 간 결속

학 번 : 2016-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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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1) 세대관계에서 모순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침체된 고용시장의 영향으로 많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와 더불어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지의 다양화됨으로써 결혼시기 또한 늦어졌다. 청년들이 경험

하는 생애과정의 변화에 따라 청년의 부모-자녀관계 또한 변화하였다.

부모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주거적, 도구적으로 도움을 주며(배희선,

2008; 최여진, 이재림, 2014; 최연실, 2014),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

(Lee & Kang, 2018). 하지만 청년 시기는 성인이 됨에 따라, 부모로부터

경제적 또는 정서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Erikson, 1968). 청년자녀는 청소년기까지 유지되던 부모에 대한 일방적

인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와 자율성을 추

구하고자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독립에 대한 규범과 욕구를 경험하면서

도,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

하고자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김은정, 2015).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

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자녀에게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서구의

경우보다 일반적이며(송호근, 강원택, 최샛별, 김은경, 문상현, 2010; 최연

1) ‘청년’은 인간발달 단계에서 성인 초기(young adulthood)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청소년 사이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최성민, 201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2018).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청년’을 사용
하며, 구체적인 연령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서부터 만 34세까지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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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2014), 부모의 지원을 받는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청년들은 부모가

자신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김은정, 2015). 특히

현재 한국사회는 가족주의, 효규범과 같은 전통적 세대규범과 자율성, 독

립과 같은 개인주의적 세대규범이 동시에, 압축적으로 공존한다는 특징

이 있다(장경섭, 2009; 이재림, 2015). 따라서 한국의 청년들은 부모에 대

한 의존과 자율성의 모순된 규범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세대 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은 현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관계의 모순과 혼란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세대 간 양가성은 Lüscher와 Pillemer(1998)가 소개한 개념으로서, 세대

관계에 모순된 규범이 공존함에 따라 성인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양가

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은 세대관계의 미묘

한 복잡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세대 간 양가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노년기 부모-자녀

관계를 대상으로, 세대 간 양가성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고, 세대 간 양

가성이 부모나 자녀의 심리적 적응 미치는 영향 등을 탐색하였다(예:

Guo, Chi, & Silverstein., 2013; Lendon, Silverstein, & Giarrusso, 2014;

Lowenstein, 2007). 기존의 연구들은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 연

락 빈도, 거주 근접성, 효의식, 가족 구조 등의 세대관계 특성이 세대 간

양가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Pillemer, 2003; Pillemer

& Suitor, 2002; Steinbach, 2008; Willson, Shuey, Elder, & Wickrama,

2006).

세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청년의 세대관계 또한 양가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Fingerman, 2017; Lüscher, 2011; Van Gaalen

& Dykstra, 2006). 청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자율성 규범

과 충돌하면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을 토대로 청년의 세대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청년이라는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세대 간 양가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청년 시기를 포함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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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9세를 대상으로 양가성을 탐색한 실증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

초기 20-29세 집단이 다른 연령대 보다 양가적인 관계를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ditt, Fingermas, & Zarit, 2010; Fingerman,

Hay, & Birditt, 2004). 더불어 중년 부모가 노년 부모보다, 성인초기의

자녀들에게 세대 간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 연구도 있다

(Birditt, Harnett, Fingerman, Zarit, & Antonucci, 2015). 한국 청년의 부

모-자녀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김은정, 2014, 2015)에서도, 청년들은 부

모와의 관계에서 의존과 독립의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세대 간 양가

성은 한국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복잡한 세대관계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하는 주체로

서, 청년이 어떤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경험하는지 살펴본 연

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생애과정과 세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

국 청년들이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시

도가 필요하다. 세대 간 양가성은 관계의 이중성, 다원성, 복합성을 설명

하기에 효과적인 개념으로서(Connidis & McMullin, 2002a, 2002b;

Lüscher, 2011),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대관계

의 변화, 그에 따른 세대 간 규범의 혼란, 그리고 변화와 혼란 속에서 청

년들이 느끼고 있는 부모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과 관련된 요인은 부모의 성별에 따

라 상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자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 양육 등 자녀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담당하

는 어머니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의 구도에서 대체로 성장해왔다(박영

신, 김의철, 2004). 따라서 청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보다 어머

니와 상호작용을 더 자주 한다(최희정, 2016). 아버지는 자녀가 성인 초

기에 진입하면서 자녀의 진로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으며

(김은정, 2014), 이 시기의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의 주요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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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이렇듯 청년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 맺는 관계의 양상이 다

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의 관련 요인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

성의 관련 요인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로 나누어 청년자녀가 경험하는 세대관계 특성과 세대 간 양가성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양

가성으로 이어지는 세대관계의 특성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양가성은 개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양

가성(psychological ambivalence)이다. 심리적 양가성은 사회적 양가성

(sociological ambivalence)과 맞물려 있는 세대 간 양가성의 두 축이며

(Connidis & McMullin, 2002a), 동일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

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을 뜻한다(Raulin, 1984).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양가성으로 이어지는 세대관계의 다양한

특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세대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하

위차원을 활용한다. 세대 간 결속은 세대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하위차원에는 구조적, 연합적, 합의적, 기능성, 규범적, 애정적 결속이 있

다(Bengston & Roberts, 1991). 세대 간 결속의 이러한 차원들은 세대관

계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대관계를 개념화할 때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결속의 차원 중에서 세대 간 양가성과

분리하기 어려운 애정적 결속 차원을 제외하고, 구조적, 연합적, 합의적,

기능성, 규범적 결속으로 청년의 세대관계 특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은 세대 간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을 경쟁적인 관계로 이해하

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토대로 한

것이다(Hogerbrugge & Komter, 2012).

본 연구는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

태에서, 어떠한 특성의 세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의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

이다. 이러한 연구는 세대 간 양가성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청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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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청년의 복잡한 세대관계를 다차원

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대관계의 특성을 나

타내는 이론적 틀로 세대 간 결속을 활용함으로써, 세대관계의 대표적인

두 이론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만 19-34세의 미혼 청년이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양가

성을 탐색하고, 세대 간 결속의 다양한 차원이 세대 간 양가성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전반적 경향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청년의 세대 간 결속의 차원과 세대 간 양가성은 유의

미한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1. 아버지에 대한 세대 간 결속의 차원과 양가성은 유

의미한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2. 어머니에 대한 세대 간 결속의 차원과 양가성은 유

의미한 연관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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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세대 간 양가성

1. 세대 간 양가성 개념

세대 간 양가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은 부모와 성인자녀 사

이의 관계에서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을 뜻한다(Lüscher & Pillemer,

1998). 양가성이라는 단어는 ‘양면적(amphi-)’이라는 뜻의 접두사와 영향

력, 가치를 뜻하는 단어(valence)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전적 어원

에 따르면 양가성은 서로 반대되는, 양면의 영향력과 가치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Lüscher와 Pillemer(1998)는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된(Merton & Barber, 1963; Weigert, 1991) 양가성 개념을

세대관계에 적용하여, 세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으로서 도입

하였다.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애정과 친밀감 같은 긍정적 요소와 갈등

같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관계 내부의 역동을 보

여준다(Lüscher, 2011). 특히 세대관계는 의존과 분리의 양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관계이다. 가족 사이의 상호

의존은 보편적인 현상이자, 가족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Cohler &

Grunebaum, 1981). 즉,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서로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대관계에는 관계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욕구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는 의존과 자율성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움, 지원, 돌봄에 대한 바람과, 이

와 대립하는 서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여 관계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대관계의 양가적인 특징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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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미움의 감정과 마

주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Curran(2002)은 세대 간 양가성을 부모-자

녀 사이에 돌보려는, 동시에 돌보지 않으려는 감정과 행동이 함께 존재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세대 간 양가성은 심리적 양가성과 사회적 양가성의 두 차원이 연결된

개념이다(Connidis & McMullin, 2002a, 2002b). 먼저 심리적 양가성2)

(psychological ambivalence)이란 지각, 감정, 동기와 같은 주관적 수준의

모순을 의미한다(Lüscher & Pillemer, 1998). 이는 개인이 동일한 대상에

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껴, 모순적 감정을 경험

하는 것이다(Raulin, 1984). 부모, 가족, 또는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증의 감정이 심리적 양가성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 내의 개인은 자율성 같은 개인의 욕구와 가족의 안녕감 같

은 집단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하기 때문에 내재된 긴장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가족 내에서 심리적 모순, 즉 양가감정을 경험하게

된다(Weigert, 1991).

심리적 양가성은 사회적 양가성에 의해 발생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lence)을 태도, 신념, 그리고 행동의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규범적 기대(Coser, 1966; Merton & Barber, 1963)라고

정의한다. 규범(norm)은 특정 집단의 개인에게 특정 상황에서 선호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널리 통용되는 규칙을 의미한다(Hendel, 1979).

이러한 규칙은 그 사회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뜻하며, 규칙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정도 또한 포함한다. 이렇듯 지위, 역할, 규범 등은 사회의 제도적

자원과 요구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세대관계 규범의 모순을 사회적

양가성이라고 칭하며, 사회 구조 수준의 모순이라고 일컫는다(Connidis

2) 심리적 양가성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
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종종 양가감정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
용하기도 한다(문정희, 안정신, 2014; 이신숙, 김서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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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Mullin, 2002a). 정리하면, 개인은 사회구조적 위치, 역할에 따라서

양가적인 규범을 경험하여 양가감정을 경험한다(Connidis & McMullin,

2002a).

학자들은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onnidis & McMullin, 2002b). 먼저, 세대 간 양가성은 양적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관적 관점과 접근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한다. 둘째,

세대 간 양가성은 실증주의적인 단순한 측정을 넘어, 복잡한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관계에

대한 일차원적 접근이 아닌 다차원적 관점을 실증적인 분석에도 투영할

수 있다.

한편, 세대관계에 대한 모순된 ‘규범’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가성이 모

순된 ‘감정’을 의미하는 심리적 양가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는 매력적이지만, 실증적으로 이를 측정하여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Curran(2002)은 세대 간 양가성의 측정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양가성을 이해할 때 사회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심리적 양가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발전되어 있

는 반면, 사회적 양가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적 양가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모순된 규범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 또는 지위(예: 중년여

성,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양가성의 개념을 고려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심리적 양가성만을 측정하고, 세대 간 ‘심리적’ 양가성

이라는 용어보다 세대 간 양가성이라는 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

행연구의 경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청년자녀가 부모에 대

해 경험하는 심리적 양가성에 초점을 맞추되, 용어는 세대 간 양가성을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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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

오늘날의 청년들은 학업 종료, 취업, 결혼, 출산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의 경로나 성인초기(young

adulthood)의 발달과업 수행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금융

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

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청년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 또한 늦어졌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

원을 제공하는 기간이 늘어났다(배희선, 2008; 최연실, 2014). 한국의 미

혼 자녀를 분석한 연구(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에 따르면, 2002년

에서 2015년까지 25-34세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부모의 피부양자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25-29세는 30.0%, 30-34세는

12.8%가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다. 이 연구에서 부

모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한 비율은 86.7%, 취업준비활동을 지원한 비율은

고졸 이하가 60.0%, 대학 이상은 74.2%일 정도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의 비율이 높았다.

청년자녀의 부모로부터의 주거 독립 또한 어려워졌다. 2010년 한국노

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34세 미혼자녀 중 45.5%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형아, 이화영, 2013).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청년기의 부모 동거 양상이 과거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 현상은 청년자녀가 경제적으

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3; Kahn, Goldscheider, & Garcia-Manglano, 2013).

이에 따라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부메랑 키즈와 같이 성인이 된 후

에도 부모와 주거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자녀를 뜻하는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

하였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4; Mitchell & Ge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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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부모가 청년자녀에게 지원을 계속하고, 자녀가 독립하

는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 시기의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관

여도 증가하였다(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부모들은 늦은 나이까지 자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자녀가 부

모의 영향력, 개입,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

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은정, 2015; 정수

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부모들은 자녀

가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기도 하다. 자녀들도 개인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을

규범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최미혜, 2015). 따라서 한국에서 청년자녀

와 부모는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다.

청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 부모와 같이 사는 것,

그리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은 청년 시기 세대관계가 양가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에게 자원으로서 작용하여 부모-

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독립을 하지 못 하는 상태

로 인식되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은정,

2015; Swartz et al., 2011). 특히, 복잡해진 세대관계 속에서, 현재 청년

들은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규범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세대관계는 의존과 자율성의 서로 반대되는 규범이 강하게 충돌하는

관계이다. 특히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만연해진 상황에

서, 청년은 부모에게서 독립해야한다는 규범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도 괜찮다는 상충된 규범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들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에 맞추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한다

는 규범을 내면화 할 가능성이 높다.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단

계에 따르면,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동기, 청소년기와는 다르게, 청년은

독립된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



- 11 -

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청

년은 자신의 자율성, 자기통제를 증진시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구축

하는 성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Hoffman, 1984). 관련하여 서구의 청년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독립적인 의

사결정으로 하고,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성인이 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Arnett, 2001). 김은정(2015)의 연구에서 한국

청년들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부모에게 돈을 받게 되는 자신의

입장이 불편해 졌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한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빨리 직장을 찾아서 부모님의 부담과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상충되는 규

범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청년들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의존함으로

써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안선

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정수남 외, 2012). 김은정(2015)의 20대 청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들은 ‘살기 어려워진 시대’에 자신

의 삶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의존을 삶의 전략으로서

선택한다. 독립에 대한 규범과는 반대로 부모와의 미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 또한 자신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윈윈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우리가 더 잘 되면 하고 바라시니까.

또 좋아하시고요’라고 설명한다. 즉, 한국 청년은 부모에 대한 의존을 보

편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부모로부터 도움, 지원, 돌봄을 받는 것을 당연

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양한 생애과정에서의 전이를 경험할 때 세대관계 규범에서 혼란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Lüscher & Pillemer, 1998)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이 시기에 졸업, 취업, 결혼 등의 다양한 전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생애과정에서의 전이는 위치나 상태에서의 변화를 뜻하

는 것으로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역할, 위치 그리고 그에 따른 요구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위치에서는 규범적이었던 것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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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위치에서는 규범적이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Coser, 1966).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의 궤적은 과거와 비교해서 점차 다양해지고

지배적인 패턴을 찾기 어려워졌으며(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

선영, 2010), 청년 시기에 이러한 특징은 도드라진다(이순미, 2014). 즉,

과거에는 청년 시기에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

떤 규범을 따라야하는지가 상대적으로 명확했던 반면, 현재는 모두의 삶

에 적용되는 지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복잡해진 세대관계의 역동에 따라, 청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규범을 따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순된 규범들 사이에서 혼란

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규범의 혼란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단

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

렇듯 한국의 청년들이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적

근거는 풍부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실제

청년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유형화한 연구

(Lee, Lee, & Lee, 2018)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

적인 감정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즉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

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청년이 경험하

고 있는 변화한, 복잡한 세대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

간 양가성의 관점을 활용하여 이들의 세대관계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세대 간 양가성 연구동향

세대 간 양가성과 관련한 실증 연구의 주제는 크게 세대 간 양가성의

전반적 경향을 탐색하는 연구, 세대 간 양가성 수준을 고려하여 세대 관

계를 유형화하는 연구,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는 연구, 세대 간 양가성이 심리적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해외에서 간접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세대

간 양가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년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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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평균은 중앙값 이하로,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Fingerman et al., 2006; Willson et al., 2003). 한국의 연구에서

또한 중년 자녀는 노부모에 대해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희, 안정신, 2014; 이신숙, 김서현, 2014).

두 번째로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하는 연구 중, 양가적인 유형을 탐

색하는 연구가 있다(Giarrusso, Silverstein, Gans, & Bengtson, 2005;

Steinbach, 2008; Van Gaalen & Dykstra, 2006, 2010). Steinbach(2008)

는 애정적 결속과 갈등을 이분변수로 활용하여 중년의 딸과 부모의 관계

를 애정적(amicable), 부조화적(disharmonious), 무심한(civil), 그리고 양

가적(ambivalent)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13.6%가 어머니와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4.8%가 아버지와 양

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Van Gaalen과 Dykstra (2006)는 접촉과 지

원 그리고 갈등 변수를 활용하여 중년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를 유형화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촉과 지원이 빈번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관계를 양가적인 관계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들은 전체 중

29%에 달했다.

세 번째로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연구에서

는 부모의 특성, 자녀의 특성, 그리고 부모-자녀의 관계적 특성이 양가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성

별, 연령, 건강 등을 살펴보았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성인자녀의 혼인 여

부, 고용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성인 지위 획득과 관련된 특성이 자

녀에 대한 부모의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Birditt, Fingerman, & Zarit, 2010; Kiecolt, Blieszner, & Savla, 2011;

Pillemer, Munsch, Fuller‐Rowell, Riffin, & Suitor, 2012). 자녀가 성인

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모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이

며,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더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관계적 특성으로는 부모-자녀관계, 상호작용 빈도, 거주 근

접성, 가족규범, 가족 구조 등과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을 탐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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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Pillemer, 2003; Pillemer & Suitor, 2002; Steinbach, 2008;

Willson et al., 2006).

네 번째로 세대 간 양가성이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은 높

은 수준의 우울, 낮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심리적 안

녕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Fingerman, Pitzer, Lefkowitz, Birditt,

& Mroczeck, 2008; Kiecolt et al., 2011; Lowenstein, 2007; Suitor,

Gilligan, Pillemer, 2011).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성의 경험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지만,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가성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세대 간 양가성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중년자녀는 노년부모에

대해서 약간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나,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개인이 경험하는 양가성 수준이나 양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확률은 부모-자녀의 관계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중노년기가 아닌 청년들 또한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하는

지, 그리고 청년들의 관계적 특성과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은 중노년

기의 부모-자녀관계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연관성

1.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세대 간 양가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요인 중, 활발하게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경험적으로 연구된 세대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

춘다. 세대관계는 한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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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태도, 인식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세대관계의 여러 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틀로 세대 간 결속

(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을 사용한다. 세대 간 결속은 Bengston과

Roberts(1991)가 소개한 이론으로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측면 중, 구

조적, 연합적, 애정적, 합의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의 대표적인 6가지 차

원을 통해 세대관계를 설명한다. 먼저 구조적 결속(structural solidarity)

은 가족 구성원의 수, 유형,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지 등의 가족의 구

조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연합적 결속(associational solidarity)

은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 또는 빈도를 의미하

며, 세 번째로 애정적 결속(affectual solidarity)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인 애정의 정도, 유형, 그리고 애정이 호혜적인가를 뜻한

다. 네 번째로 합의적 결속(consensus solidarity)은 가족 구성원이 가치,

태도, 신념에 있어서 서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뜻하며, 다섯 번째로 기

능적 결속(functional solidarity)은 가족 사이의 지원 교환을, 마지막으로

규범적 결속(normative solidarity)은 가족 규범을 인지하는 정도와 그것

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결속 이론은 세대관계 분야의 연구에서 오랫동안 핵심 이론으

로 자리해왔다. 세대 간 결속의 각 차원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락, 감

정적인 유대, 지원교환이 어떻게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예: Bengtson, 2004). 세대 간 결속이 세

대관계를 긍정적으로만 개념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세대관계의 부

정적인 측면 또한 이론에 반영하고자 세대 간 갈등을 모델에 포함하기도

하였다(Bengtson et al., 2002).

세대 간 양가성은 세대 간 결속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따라

서 다수의 연구에서 두 관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Bengtson et

al., 2002, Connidis & McMullin, 2002b, Lüscher, 2011). 세대 간 결속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결속의 여러 차원이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지, 증진시키는 상징적인 보상으로서 작용하는, 세대관계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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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라고 가정한다(Bengtson & Harrotyan, 1994). 그러나, 과연 세대

간 결속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인 세대관계를 뜻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Lüscher, 2011; Lüscher & Pillemer, 1998). 세대 간 결속의

관점은 가까움, 친밀감이 종종 긴장, 갈등과 함께한다는 것 같은, 세대관

계 내부의 역동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결속이 높은 경우, 서로에게 더 기대하는 바가 커,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 또는 관계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 가족 구성

원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의 욕구를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속

의 정도가 높을 때 관계에 대한 불만족, 심각한 수준의 갈등, 독립에 대

한 욕구도 높다는 선행연구(Cohler & Grunebaum, 1981; George, 1986)

가 있다. 결속이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것(too much of a

good thing)’으로,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짐(too much of a

burden)’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결속이 단순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Antonucci, Akiyama, & Lansford, 1998;

Silverstein, Chen, & Heller, 1996).

특히, 고마움만을 느낄 것이라 가정하는 결속의 수혜자 또한 세대관계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든 부모는 효규범에 기초하여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한다. 하지만 자신은 호혜적으로 화답할 수 없음에 무기력하다고 느껴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더구나 지원의 교환이나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은 강요될 수 있으며, 가족 내 개인은 이러한 행위를 원치 않으

면서도 해야 할 수도 있다. 행동의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을 경우에 부모

또는 자녀는 관계 내에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Hogerbrugge & Komter, 2012). 즉, 세대 간 결속이 높을수록 그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경험의 다양성을 축소하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충돌하는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Connidis & McMullin, 2002a).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이 소개된 초기에는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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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쟁구도에 있다는 방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다. 세대 간 양가성 개

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양가성이 기존의 세대 간 결속 관점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했다(Connidis & McMullin, 2002a,

2002b). 반면 세대 간 결속 개념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갈등을 개념을 포

함하여 확장된 세대 간 결속-갈등의 관점이 세대 간 양가성 개념을 반

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engston et al., 2002).

그러나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은 세대관계의 서로 다른 측면

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로의 대안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서 세대 간 양가성은 관계의 질에 대한 인식 또는 감정과 같은 세대관계

의 주관적 경험을 측정한다. 반면, 세대 간 결속의 다양한 차원은 지원

교환, 연락, 서로 동의하는 정도 등 세대관계의 행동적 결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양가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세대관계의 행동, 감정, 관계의

질 등의 다양한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명하게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룬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세대 간 양가성과 결

속이 어떻게 실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려는 연구(Lowenstein,

2007; Lüscher, 2011)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종합하면,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두 관점이 서로 대체되거나 하나가 채

택되어야한다는 입장이 아닌, 두 관점이 이론적으로 상호보완할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결속의 다

양한 차원으로 정의되는 세대관계의 특성이 세대 간 양가성과 어떻게 연

관되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때 세대 간 양가성 자체가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적 결속은 개념적으로 중첩되어서 제외하고(Steinbach, 2008) 구조적

결속, 연합적 결속, 합의적 결속, 기능적 결속, 규범적 결속이 청년의 부

모에 대한 양가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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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결속의 차원과 세대 간 양가성

1) 구조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

구조적 결속(structural solidarity)은 세대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지, 즉 거주 근접성이나 동거여

부를 뜻한다. 지금까지 구조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거주 근접성으로 구조적 결속을 측정하였

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집을 떠나 주거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과 유럽(Seiffge-Krenke, 2006)에서 연구가 수행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가족은 전통적으로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를

자연스럽게 인식해왔으며, 결혼할 때 주거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최연실, 2014).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한국 청년의 주거

독립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동거여부 자체가 한국 청년의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더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여부로 구조적 결속을 측정한다.

선행연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의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면

서 더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Knodel, Saengtienchal, & Sittitrai, 1995). Silverstein

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분

리된 관계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가

족이 함께 사는 것은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

을 뜻하기도 하며(Pruchno, Burant, & Peters, 1997), 일상생활을 함께함

으로써 가족 간의 긴장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Lowenstein와

Katz(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살 경우 결속과 갈등 모두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세대관계

의 긍정적인 경험이자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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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colt와 동료들(2011)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12-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여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

한 양가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는 같이 살지 않

는 자녀보다 같이 사는 자녀에 대해서 세대 간 양가성을 더 적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여부와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

성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경험하는 양가성을 탐색했

으며, 동거하는 것이 규범적인 시기인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구조적 상황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다(Smelser,

1998). 관계의 모순적인 부분이 일상 수준에 있을 때 양가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Fingerman, 1996; George, 1986;

Lüscher & Pillemer, 1998). 따라서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청년이

부모에 대해 경험하는 양가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2) 연합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

연합적 결속(associational solidarity)은 세대 간 상호작용의 빈번한 것

을 의미하며 세대관계가 친밀함을 뜻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는 자녀가 부

모와 자주 상호작용을 할 때, 애정적・도구적 지원을 활발하게 교환한다

고 밝혔다(Bucx, Wel, Knijn, & Hagendoorn, 2008; Ward, Deane, &

Spitze, 2014). 이와 같이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접촉은 세대 간 유대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특히 세대 간 친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oss, Moss, & Moles, 1985).

그러나 연합적 결속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만 이어지l 않는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도 많다. 김명자와 손서희(2005)는 가족 사이의 친

밀감이 활발한 정서적・기능적 교환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교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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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하다고 해서 친밀감이 높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

서 청년들이 부모와 자주 연락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Arnett &

Schwab, 2013),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좋아진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잦은 연락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

다(Van Gaalen & Dykstra, 2006). 특히, 상호작용의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관계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부

모-자녀관계에 해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논점을 뒷받침한

다(Lincoln, 2000). 즉, 빈번한 상호작용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

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할 수 있다.

Lendon과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년 자녀는 부모와 자주

연락할수록 부모에 대해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더 자주 노출되면 친밀한 관계를, 그러나 동시

에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이미 세대 간 갈등과 양가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자녀가 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모와 더 자주 연락하

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한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

와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

모두 중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세대 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희, 안정신, 2014).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전화, 문자, SNS와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

용에 더 익숙하며, 오늘날 비면대면 접촉은 면대면 접촉만큼이나 세대관

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Geurts, Poortman, Tilburg, & Dykstra,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부모와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더불어 비면대면 상호작용을 자주할수록 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경험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3) 합의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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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적 결속(consensual solidarity)은 세대 간 가치관의 유사성을 의미

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동질성이라는 고유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대 간 결속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졌다(Bengtson & Roberts,

1991).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생애과정의 단계에서 비슷한 가치관과 태

도를 갖는 것은 관계의 발전과 유지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더 지

지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Suitor & Keeton,

1997; Suitor, Keeton, & Pillemer, 1995). 더불어 부모-자녀 간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 더욱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ossi & Rossi,

1990; Suitor & Pillemer, 2000).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부모-자녀 사이에 가치관이 비슷할 경우, 자녀

는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세

대 간 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가치관 유사성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기 자녀

는 부모와 가치관이 비슷할 경우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더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했으며(문정희, 안정신, 2014), 미국의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Lendon et al., 2014).

청년기의 세대 간 가치관의 동일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이 시기에 생애과정에서의 전이를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가치

관 유사성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는 관점이 있다. 청년자녀가 부모와

비슷한 성인역할을 겪으면서, 부모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에 따라 부

모를 더 이해하고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Aquilino, 1997). 반면, 나이

가 들면서 부모가 아닌 다른 중요한 인물들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기 이

후에 부모와 비슷했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Glass, Bengtson,

& Dunham, 1986)는 관점도 있다.

한국 청년은 빠른 속도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부모 세대

와 가치관, 태도, 규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의 정도

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의 부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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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동의 정도가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4) 기능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

기능적 결속(functional solidarity)은 세대 간 지원의 교환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서로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에

종종 의존한다. 세대 간 지원의 교환은 친밀감과 결속 등의 긍정적 감정

과, 갈등이나 불만족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

(Braiker & Kelley, 1979; George, 1986; 이여봉, 김현주, 이선이, 2013).

지원의 제공은 개인의 삶과 자원의 선택을 제한하고, 조정과 합의를 요

구한다. 자녀는 부모의 지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만, 동시에 성인으

로서 지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기

도 한다. 즉,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의 지원은 일상 수준에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원칙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Fingerman, 1996; George, 1986)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의 청년자녀는 앞선 세대에 비해 부모로부터 지원을 더 자주 받

는다(Fingerman, Miller, Birditt, & Zarit, 2009). Johnson(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청년은 부모와 더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특히 학생이 아닌 경우,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낮은 효능감과 주도성과 연관이 있어 지

원을 많이 받는 청년의 경우 또래에 비해 자신이 더 무능력하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Smith & Goodnow, 1999). 한국의 청년이 부모에게 지원받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탐색한 질적 연구에서도,

청년들은 부모에게 지원 받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불편

함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한다(김은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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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Hogerbrugge와 Komter(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부모와 양가적인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결속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기능적 결속이 세대 간 양가성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중노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능적 결속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급자

족하는 것이 한국에 비해 규범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관계주의

적 특성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상호의존을 당연하게 여겨, 세대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최상진, 2011). 더불어 노년 부모가

중년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과, 현재 한국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지

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다른 맥락에 있다. 따라서 한국 청년이 부모에게

받는 지원과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세대 간 지원 교환의 빈도는 지원이 얼마나 일상적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청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양보

다 의미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청

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 빈도와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파악

하고자 한다.

5) 규범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

규범적 결속(normative solidarity)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애정에 기반하여

그들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녀가 자기가

세운 규범을 충실히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특징이 있다(이원영, 199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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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규범적인 기대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가

족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초래한다(Van Gaalen & Dykstra, 2006). 따

라서 세대관계 규범과 세대 간 양가성은 그 개념에서부터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 즉, 세대 간 양가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규범이 양가적일

때, 심리적 양가성을 경험한다고 가정한다(Lüscher & Pillemer, 1998).

대표적인 세대관계의 규범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있다. 노부

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부양의식을 뜻하며,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

서 전통적으로 자녀에게 요구되는 규범이다. 부양의식은 ‘부모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정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조윤주, 이숙현, 2004)로 정

의된다. 정순둘과 동료등릐 연구(2012)에 따르면 현재 청년이 윗세대보

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예측과는 다르

게,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오히려 나이가 어

릴수록 높은 수준의 부양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최세

영, 모선희, 2016)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노부모 부

양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중요한 세대관계 규범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세대 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문정희, 안정신, 2014)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더

낮은 수준의 세대 간 양가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Leondon과 동료들

(2014)의 연구에서는 중년 자녀가 높은 수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를 갖고 있을 때,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세대 간 양가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청년자녀는 부모에 대한 규범과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자녀

에 대한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이윤석(2011)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중 약 60%가 부모가 자

녀의 대학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약 6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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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모가 취업준비를 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일부 줘야 한다고 응답했

다. 이와 더불어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청년은 부모가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oldscheider, Thornton, & Yang, 2001). 지금까지의

세대 간 양가성 연구에서는 주로 부양의식(문정희, 안정신, 2014), 가족

가치관(Steinbach, 2008)을 통해서 세대규범을 측정했다. 그러나 현재 청

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성인지원에 대한 태도

는 이 시기 세대관계의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청년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가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3. 부모의 성별과 세대 간 양가성

세대 간 양가성이 사회구조 수준의 모순에 따라 발생한다는 근거에 따

라, 세대 간 양가성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은 중요한 요인으로 논

의되어 왔다(Pillemer et al., 2012). 특히, 현재 한국의 청년자녀가 경험

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성별은 청년 시기 세대 간 양가성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

하다.

현재 청년들은 어머니가 자녀의 주양육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버

지보다 어머니와 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해왔다(Bowlby, 1958; Merz,

Schuengel, & Schulze, 2007). 다수의 연구에서 청년자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친밀하게 느끼며(Fingerman, 2001; Ward, 2008), 아들과 딸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높은 관계의 질과 애착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uist, Dekovic, Meeus, & van Aken, 2002). 특히, 한국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형은 최근까지도 어머니는 희생과 자애로, 아

버지는 엄격한 통제로 구별된다(박영신, 김의철, 2004). 김은정(2014)의

연구에서도 한국 청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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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어머니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부모와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청년들은 어머니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빈번

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역할과는 구분되는 부양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에 관한 논의는 1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자녀에 관한 최근의 연구(최정아, 조희

선, 이재림, 2016)에서도 아버지와는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청년 세대는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

를 맺지 않았을 확률이 크며, 이러한 양상은 청년이 된 현재에도 지속되

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초기에 진입하면서, 직장생활

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버지들은 진로 결정 등 자녀의 미래에 관하

여 개입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김은정, 2014). 즉, 이 시기

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클 수 있

다. 더불어 남성은 여성보다 결혼, 직업, 교육 등 사회적인 지위에 더 높

은 가치를 부여(Pillemer, Munsch, Fuller-Rowell, Riffin, & Suitor,

2012)하므로 아버지는 청년자녀에게 독립이나 성취를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자녀는 어머니와는 다른 특성의 세대관계를 아버지

와 맺거나,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서 청년이 부모에 대해 경험하는 세대 간 양가성의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정희와 안정신(2014)의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에서만 유의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성별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는 아버

지와 딸의 관계에서만 세대 간 양가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희, 안정신, 2014). 서구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

이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으나, 어머니에 대한 양

가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Stei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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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에 가치관 유사성이 아버지보

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가성에 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연구(Pillemer et al., 2012)도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부모의 성

별에 따라 세대 간 양가성의 예측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

지만,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대로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나누어서 각각의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세대 간 양가성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세대 간 양가

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녀의 성별은 부모에 대한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아들보다 딸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긴장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Fingerman,

1996). 선행연구에서도 아들보다 딸이 부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양가

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son et al., 2003).

둘째, 자녀의 연령은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 자녀는 부

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듦에 따라 자녀의 역할과 관련하여 양가적인 태도와 규범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더 높

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문정희, 안정신,

201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대학생 여부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지원

은 교육을 마친 자녀에 대한 지원에 비해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셋째, 교육수준은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에 대한 양가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는 자녀에 대해서 더 낮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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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itt et al., 2010; Pillemer & Suitor, 200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탐색할 때도 자녀의 교육수

준이 세대 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

구결과에 따르면 중년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에 대한 양가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희, 안정신, 2014;

Lendon et al., 2014). 그러나 중년자녀와는 달리 청년자녀의 교육수준은

이 시기의 성취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수준은 부모에 대한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형제자매 수 또한 세대 간 양가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Lendon과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년의 자녀는 형제자

매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에 대해서 뒤섞인 또는 양방향의 양가감정을 더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있을 때 한 사람

이 부모와 갈등이나 긴장을 경험하면 다른 형제가 그러한 관계를 해소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Van Gaalen & Dykstra, 2006). 즉, 부

모-자녀관계는 형제자매 수가 많을 때 양가적이 아니라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것은 부모와 자녀의 서

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년 부모가 중년 자녀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Birditt et al., 2010; Fingerman et al., 2006; Pillemer & Suitor,

2002).

본인 또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세대 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별, 연령, 대학생 여부, 교육수준, 형제자매 수, 그리고 청년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뜻하는 주관적 계층 인식,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

균 소득을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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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부모의 지원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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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는 2016년 4월에 전국의 만 19-34세의 결혼 경험이 없고, 고등학생이

아닌 청년 남녀 1,148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 세대관계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여, 양친 부모가 모두 생존한 청년 총 1,019명의 응답을 추출

하여 사용하였다.4)

위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 먼저 모집단인

만 19-34세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취업여부를 고려하

여 할당표집 방식의 표본설계를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교육수준인 청년도 모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분히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대표적인 리서치 기관인 닐슨코리아에서 확

보하고 있는 대규모의 온라인 패널 중 연구의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하

는 패널 구성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할

당표집에 기반하여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 할당의 조건이 프로그래밍 되

어 있었고, 필요한 인원수가 충족된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하

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나갔다.

온라인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받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

는 응답자들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

3) 이 프로젝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시은, 이재림(2017)의 논문과 권소영, 강
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2017)의 논문 참고

4)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연구할 때 그 연령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강시
은, 이재림, 2017; Furstenberg, Kennedy, McLoyd, Rumbaut, & Settersten, 2004)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19세부터 34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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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응답자의 조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만 응답할 수 있었으며, 한번 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같은 조

사에 다시 응답할 수 없었다. 설문조사는 모든 문항에 응답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결측값이 없었다. 본조사를 실시하

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확인하였으

며, 설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대학

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프로젝트의 질문지 중에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연구자료 중 양친 부모가 모두 생존한

응답자 총 1,019명을 응답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83명(47.40%), 여성이

536명(52.60%)으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82세(표준

편차 4.20)였다. 형제자매의 수는 1명이 592명(58.10%)으로 절반 이상이

었으며, 외동이 76명(7.46%), 2명이 267명(26.20%), 3명이 63명(6.18%), 4

명 이상이 21명(2.06%)이었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이 240명(55.84%)으

로 절반에 가까웠고, 조사 당시 대학생이 288명(28.26%), 조사 당시 대학

원 학생 또는 대학원 학위의 응답자가 46명(4.51%), 고등학교 졸업 이하

도 116명(11.38%)이 포함되었다. 경제활동은 정규직이 385명(37.78%), 비

정규직이 212명(20.80%), 자영업 또는 무임금가족노동자가 59명(5.79%)

이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363명(35.62%)이었다. 주관적 계층

인식의 평균은 4.64점(표준편차 1.71)으로, 본인의 사회계층을 중간 정도

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82명(37.49%)으로 가장 많았으

며,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213명(20.90%), 전문대 졸업 87명(8.54%), 대

학 졸업 272명(26.69%), 대학원 졸업 65명(6.38%)이었다. 어머니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19명(50.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236명(23.16%), 전문대 졸업 64명(6.28%), 대학 졸업 179명

(17.57%), 대학원 졸업 21명(2.06%)이었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다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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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중 200-399만원이 342명(33.56%)으로 가장 많았고, 400-599만

원이 289명(28.36%), 199만원 이하가 170명(16.68%), 600-799만원이 121

명(11.87%), 800만원 이상이 97명(9.5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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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범위: 19-34세) 26.82 4.20
주관적 계층 인식 (범위: 1-10) 4.64 1.71

n %
성별 남성 483 47.40

여성 536 52.60
형제자매 수 외동 76 7.46

1명 592 58.10
2명 267 26.20
3명 63 6.18
4명 이상 21 2.06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6 11.38
대학 재학 288 28.26
대학 졸업 569 55.84
대학원 재학/졸업 46 4.51

대학생 여부 대학생 288 28.26
대학생 아님 731 71.74

경제활동 정규직 385 37.78
비정규직 212 20.80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고용 59 5.79
비취업 363 35.62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213 20.90
고등학교 졸업 382 37.49
전문대 졸업 87 8.54
대학 졸업 272 26.69
대학원 졸업 65 6.38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236 23.16
고등학교 졸업 519 50.93
전문대 졸업 64 6.28
대학 졸업 179 17.57
대학원 졸업 21 2.06

부모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 170 16.68
200-399만원 342 33.56
400-599만원 289 28.36
600-799만원 121 11.87
800만원 이상 97 9.52

<표 2-1> 연구참여자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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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

1. 세대 간 양가성

청년자녀가 지각한 세대 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Zygowicz(2006)

가 청년자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세대 간 양가성 척도(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Scale) 중 개인적-주관적(individual-subjective) 차원의 문

항을 사용하였다. Zygowicz 척도의 개인적-주관적 차원을 한국어로 번

안한 척도는 이진경과 이재림(2018)이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세대 간 심

리적 양가성 척도라는 이름으로 타당화한 바 있다.

세대 간 양가성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간접(indirect) 측정과 직접

(direct) 측정이 있다. 간접 측정은 감정 또는 행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을 각각 측정하고, 계산식을 이용하여 양가성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간접 측정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유사성과 강도를 모두 포함

할 수 있어,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왔다(예: 문정희,

안정신, 2014, 2016; Guo et al., 2013; Lendon et al., 2014; Pillemer,

2004; Willson et al., 2006). 반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지 묻는 직접

측정은 응답자가 의식적으로 뒤섞인 감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어

려움이 있어 제한된 측정방식이라는 지적이 있다(Suitor et al., 2011).

간접 측정의 이점과, 직접 측정의 어려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Zygowicz(2006)의 척도5)에서 세대 간 심리적 양가성을 간접적으로 측정

하는 총 10개 문항(긍정문항 5문항, 부정문항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2 = 별로

그렇지 않다, 3 = 약간 그렇다, 4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은 <표 3-2>와 같다. 긍정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

5) Zygowicz의 척도에서 개인적-주관적 차원은 총 18개의 문항으로, 양가성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는 8문항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5문항으로 측정하여 양가성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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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을 때 느긋해진다’, 부정문항의 예로는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냉랭하다’ 등이 있다. 응답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

답하게 하여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게 느끼는 양가성을 측정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긍정문항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

.89,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 .88, 부정문항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문항이

.88, 어머니에 대한 문항이 .92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양가성을 경

험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평균 점수를 각

각 산출한 후, <수식 3-1>과 같은 Thompson과 동료들(1995)의 계산식

에 투입하여 양가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계산식은 긍정 측면과 부정

측면의 유사성과 강도를 잘 반영한다는 강점을 가져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예: Birditt et al., 2010; Guo et al., 2013).

<수식 3-1> Thompson과 동료들의 양가성 계산식

문항
유형

번호 문항

긍정

문항

1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있을 때 느긋해진다.

3 나는 아버지/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6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가깝게 느껴진다.

8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따뜻하다.

9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편하다.

부정

문항

2 아버지/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냉랭하다.

4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있을 때 긴장이 된다.

5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멀게 느껴진다.

7 나는 아버지/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10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불편하다.

<표 3-2> 세대 간 양가성 척도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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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결속의 차원

1) 구조적 결속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부모-자녀관계의 구조적 결속을 측정하는 변수

로 동거여부를 사용하였다. 동거여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를 1,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동거여부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모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 연합적 결속

청년의 부모-자녀 간 연합적 결속을 측정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면대면 접촉 빈도와 비면대면 접촉 빈도를 사용

하였다. 면대면 접촉빈도는 ‘귀하는 귀하의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십니까? (얼굴 마주하기, 이야기 나누기, 식사 함께

하기 등)’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면대면 접촉빈도는 ‘귀하는 귀하

의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십니

까?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연락

빈도를 답해주세요.’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1 = 거의 매일, 2 =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3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 한 달에 두 번

정도, 5 = 한 달에 한 번 정도, 6 =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 7 = 일년

에 서너 번 정도, 8 = 일년에 한두 번 정도, 9 = 일년에 거의 볼 수 없

음연락하지 않음, 10 = 만나지 않음/연락하지 않음). 아버지, 어머니와의

접촉 빈도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와 청년자녀 간 접촉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문

항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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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적 결속

본 연구는 청년의 부모-자녀 간 합의적 결속을 측정하는 변수로 가치

관 동의 정도를 사용하였다. 가치관 동의 정도는 ‘귀하의 삶에 대한 견해

(일반적인 가치나 태도)는 아버지/어머니와 얼마나 유사합니까?’의 한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전혀 다름’ 1점에서부터 ‘매우 유사’ 6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청년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

니와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뜻한다. 가치관 동의 정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응답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측정하였다.

4) 기능적 결속

본 연구는 청년의 부모-자녀 간 기능적 결속을 측정하는 변수로 경제

적 지원 수혜 빈도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는 ‘지난 1년 동

안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주

셨습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지원의 예시로는 생활비,

용돈, 주거비 등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적 지원은 부모를 분리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8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1 = 전혀 하지 않거나 일년에 한

번 미만, 2 = 일년에 한 번, 3 = 일년에 몇 번, 4 = 한 달에 한 번, 5 =

한 달에 몇 번, 6 = 일주일에 한 번, 7= 일주일에 몇 번, 8 = 매일).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을 더 자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규범적 결속

청년의 부모-자녀 간 규범적 결속을 측정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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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규범적 결속의 속성상 부모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측

정하였다.

먼저 청년이 지각하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Seelbach와 Sauer(1977)가 개발한 부양의식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은 조윤주(2002)의 논문을 참고하여, 번안 중 오류가 있

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표기하게 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 약간 동의한다, 4 = 매

우 동의한다). 문항의 예로는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

등을 통해서 자주 연락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돌봐드

려야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체 7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부모부양의식 척도의 7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80이었다.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9가지 항목별로 동의하

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지원항목은 대학 등록금, 취업준비 비용, 생

활비나 용돈 등의 총 9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 약간

동의한다, 4 = 매우 동의한다). 본 연구는 9개 문항의 평균값은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는 .80이었

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투입한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형제

자매 수, 대학생 여부, 주관적 계층 인식,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소득

이었다.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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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은 만 연령을,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범위: 10-22)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 수는 ‘외동’인 경우 0, 형제자매가 ‘1명’ 있는 경우

1, ‘2명’ 2, ‘3명’ 3, ‘4명 이상’ 4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대학생 여부는

교육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 대학생’이라고 응답했으면 1, 그렇지 않

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계층 인식은

‘아래의 사다리 그림에서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쪽에는 잘 사

는 사람들이, 아래쪽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위치합니다. 귀하는 이 사다

리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과 사다리 그림을 제시

하여 1점에서 10점 중 본인이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1에서부터 ‘대

학원 졸업’ 5까지의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부모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급간으로 ‘100만원 미만’에서부터 ‘1500만원 이상’까지 16단계의 응답을,

각 급간의 중앙값을 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전반적인 경향을 탐색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부모의 성별에 따른 양

가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으며, 양가성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포도를 함께 활용하였다. 이어서 청년의 세

대 간 양가성이 그들의 세대관계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세대 간 양

가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아버지에 대

한 양가성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와 분산팽창지수 VIF를 검토하였을 때 모든 모형에서 1에서 2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표준화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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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분석은 Stat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한편,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양가성 수준이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를 해석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양가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

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반적인 감정의 정도가 크지 않은 무심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가성이 낮다는 결과에 대한 해석

을 위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또

한 실시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 세대 간 양가

성에 대한 해석을 명료하게 한 바 있다(Birditt, et al., 2010; Wills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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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세대 간 양가성과 결속의 전반적 경향

1.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전반적 경향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전반적인 경향과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는 <표 4-1>, <그림 4-1>와 같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수

준은 평균 2.92점(표준편차 1.00),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은 평균 2.48점

(표준편차 1.18)이었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가 계산값은 1-5.5점인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계산값이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 계산값이 유의하게 높아(t = 15.19, p < .001), 어머니보다 아버지

에게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값은 평균 2.64점(표준편차 .70), 어머니

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값은 평균 3.13점(표준편차 .64)이었다. 응답 가

능한 점수의 범위가 1-4점인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값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 어머니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값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19.97, p <

.001).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문항의 평균값은 평균 2.29점(표준편차 .76), 어머니

에 대한 부정문항의 평균값은 평균 1.83점(표준편차 .78)이었다. 응답 가

능한 점수의 범위가 1-4점인 것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정문항의 평균값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아버지

에 대한 부정문항의 평균값이 어머니에 대한 부정문항의 평균값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 = 17.84, p < .001),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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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문항의 평균과 부정문항의 평균을 두 축으로 하는 산포도는 <그

림 4-1>과 같다. 계산식을 활용한 양가성의 점수는 중간보다 낮은 정도

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긍정 감정의 점수와 부정 감정의 점수

가 모두 높은 집단이 있음을 산포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 세대 간 양가성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 평균의 분포

: 아버지 및 어머니

문항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t

심리적 양가성
계산값

10 1-5.5
부 2.92 1.00

15.19***
모 2.48 1.18

긍정 문항
평균값

5 1-4
부 2.64 .70

-19.97***
모 3.13 .64

부정 문항
평균값

5 1-4
부 2.29 .76

17.84***
모 1.8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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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 평균, 표준편차,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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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결속의 차원별 전반적 경향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표 4-2>와

같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먼저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가 733명

(71.93%)이었으며,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는 682명(66.93%)이었다. 즉,

70% 가까이의 높은 비율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와의 면대면 접촉 빈도는 평균 8.12점(표준편차 2.39)이었으며, 어머

니와의 면대면 접촉 빈도는 8.92점(표준편차 1.89)이었다. 즉, 아버지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머니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면대면으로 상

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비면대면 접촉 빈도는 평균

7.32점(표준편차 2.46)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비면대면 접촉 빈도는 평균

8.72점(표준편차 1.77)이었다. 즉, 아버지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어머니

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가

치관 동의 정도 중 아버지의 경우 평균 3.54점(표준편차 1.30), 어머니의

경우 3.96점(표준편차 1.19)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과 보통 정도로 가

치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는 평균 3.80점(표준편차 2.15)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제적으로 지원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평균 2.99점(표준

편차 .51)으로 나타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진술에 약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대한 태도는 평균 2.33

점(표준편차 .49)으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진술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n %
구조적 결속 아버지

동거여부
동거 733 71.93

비동거 286 28.07

어머니
동거여부

동거 682 66.93

비동거 337 33.07

<표 4-2> 청년의 세대 간 결속 평균 및 표준편차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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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대 간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3>과 같

다.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연합적 결속 아버지와의 면대면 접촉 1 1-10 8.12 2.39

어머니와의 면대면 접촉 1 1-10 8.92 1.89

아버지와의 비면대면 접촉 1 1-10 7.32 2.46

어머니와의 비면대면 접촉 1 1-10 8.72 1.77

합의적 결속 아버지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1 1-6 3.54 1.30

어머니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1 1-6 3.96 1.19

기능적 결속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1 1-8 3.80 2.15

규범적 결속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7 1-4 2.99 .51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9 1-4 2.3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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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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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간 결속 차원과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과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회귀모

델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세대 간 결속의 독립변수가 아버지에 대한 양가

성의 분산을 15.4% 설명하였다. 더불어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돕

기 위해 양가성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평균 점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표 1>에 제시하

였다.

세대 간 결속의 다섯 차원 중, 아버지와의 면대면 접촉 빈도(β = .093,

p < .01),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β = .093, p < .01), 노부모 부양에 대

한 태도(β = -.232, p < .001),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β = .222, p

< .001)가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면대면으로 상호작용을 자주 할수

록,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지원을 받아도 괜찮다

고 생각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을

더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이

낮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양가성 계산에 사용한 긍정문항

과 부정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노부모 부

양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긍정문항과 정적으로(β = .132, p <

.001), 부정문항과 부적으로(β = -.079, p < .01) 유의하였다. 즉, 노부모

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낮은 수준으로 느껴, 아버지에 대

해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속의 차원 중 아버지와의 동거여부, 비면대면 접촉 빈도, 가치관

동의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 46 -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 = -.096, p < .001), 연령(β = .086, p <

.05), 교육수준(β = -.067, p < .05), 형제자매 수(β = .063, p < .05)가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여성 청년보다 남성 청년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이, 형제자매 수가 많은 청년이 아버지에 대해 양가성을 더 높

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대 간 결속 차원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회귀모

변수 b SE β

세대 간 결속
아버지와의 동거여부(1 = 동거) -.040 .089 -.019
아버지와의 면대면 접촉 .039 .020 .093*

아버지와의 비면대면 접촉 .008 .015 .019
아버지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020 .026 .026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043 .015 .093**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459 .059 -.232***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453 .063 .222***

통제변수
성별(1 = 여) -.192 .061 -.096**

연령 .021 .009 .086*

대학생 여부(1 = 대학생) .017 .084 .008
교육수준 -.036 .018 -.067*

형제자매 수 .080 .037 .063*

주관적 계층 인식 .025 .019 .042
부모 교육수준 -.041 .031 -.043
부모 월평균 소득 .063 .049 .043

상수 2.155***

Adjusted R2 .154***
* p < .05. **p < .01. ***p < .001.

<표 4-4>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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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세대 간 결속의 독립변수가 어머니에 대한 양가

성의 분산을 25.1% 설명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평균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표 2>에

제시하였다.

세대 간 결속 차원 중, 면대면 접촉 빈도(β = .101, p < .05), 가치관

동의 정도(β = -.098, p < .001),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β = .077, p <

.05),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β = -.274, p < .001),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β = .295, p < .001)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 수준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면대면으로 상호

작용을 자주 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을수록, 그리고 성인자녀 지

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

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와 가치관이 유사할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더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이 낮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

해 양가성 측정의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는 어머니에 대한 긍정문항과

정적으로(β = 321, p < .001), 부정문항과 부적으로(β = -.128, p <

.001)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에

대한 긍정문항과 정적으로(β = .314, p < .001), 부정문항과 부적으로(β

= -.198, p < .001)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와 가치관이 비슷하

다고 지각하거나,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낮

은 수준으로 느껴,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결속의 차원 중 어머니와의 동거여부, 비면대

면 접촉 빈도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 = -.162, p < .001), 연령(β = .09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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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수준(β = -.093, p < .01), 형제자매 수(β = .073, p < .01)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여성 청년보다 남성 청년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교육수준이 낮

은 청년이, 형제자매 수가 많은 청년이 어머니에 대해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b SE β

세대 간 결속
어머니와의 동거여부(1 = 동거) -.176 .105 -.067
어머니와의 면대면 접촉 .063 .027 .101*

어머니와의 비면대면 접촉 -.026 .022 -.040
어머니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097 .029 -.098***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042 .016 .077*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638 .066 -.274***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708 .069 .295***

통제변수
성별(1 = 여) -.381 .068 -.162***

연령 .025 .010 .090**

대학생 여부(1 = 대학생) -.084 .093 -.032
교육수준 -.059 .020 -.093**

형제자매 수 .108 .041 .073**

주관적 계층 인식 .029 .021 .043
부모 교육수준 .024 .034 .022
부모 월평균 소득 -.003 .054 -.001

상수 2.735***

Adjusted R2 .251***
* p < .05. **p < .01. ***p < .001.

<표 4-5>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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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년들의 세대관계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친

부모가 모두 생존한 만 19-34세의 미혼 청년 1,019명의 응답을 분석하

여,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 간 결속의 다양한 차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세대 간 결속의 구조적, 연합적, 합의적, 기능적, 규범적 차원

과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인 세대 간 양가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의 평균은 모두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

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가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 0.65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며, 한국 중년 자녀

의 부모에 대한 양가성 점수의 평균(문정희, 안정신, 2014; 이신숙, 김서

현, 2014)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가성 계산에 사용한 긍정

감정의 점수와 부정 감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

모두 높은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동일한 자료와 변수

를 사용하여 부모에 대한 청년의 감정을 유형화한 연구(Lee et al., 2018)

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7%가 부모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청년의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 수준과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 수준을 비

교한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과 더불어 부정적인 감정의

수준도 높아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주로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며,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최정아, 조희선, 이재림, 2016). 그러나 자녀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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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진입하면서 아버지들은 진로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김은정, 2014),

경제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버지와의 상호작용과

지원에 따르는 부담감은 청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경

험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버지-자녀관계가 갖는

특수성과 더불어 성인이 되었으나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의

해 청년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양가성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2인 세대 간 결속의 다섯 차원과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연관

성을 탐색한 결과 연합적, 기능적, 규범적 결속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서 양가성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합의적 결속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만 부적 연관이 있었다. 세

대 간 결속의 차원별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적 결속 중 면대면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양가

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면대면 접촉

빈도는 부모에 대한 양가성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

면, 비면대면 접촉을 자주 하는 경우 청년자녀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들은 스마트폰,

SNS 등으로 부모와 연락을 일상적으로 하는 세대이다(Arnett &

Schwab, 2013). 따라서 이들에게 비면대면 접촉은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가 없는, 보다 손쉬운 행위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의 면대

면 접촉은 얼굴 마주하기, 이야기 나누기, 식사 함께하기와 같이 좀 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빈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부모와의 직접적

이고 가까운 상호작용은 더 높은 수준의 감정과 시간을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면대면 상호작용과는 다르게 면대면 상

호작용은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합의적 결속을 측정한 부모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는 어머니에



- 51 -

대한 양가성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에 대

한 양가성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어머니

와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인식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을 더 낮은 수

준으로 경험하고,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자녀를 대상으로 합의적 결속과 세대 간 양가성의 관

련성을 살펴본 문정희와 안정신(2014), Lendon과 동료들의 연구(2014)

결과와, 부모-자녀의 가치관이 비슷할 때 서로 지지적인 관계를 발전시

키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Suitor & Keeton, 1997; Suitor

et al., 199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합의적 결속 수준이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에만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논

의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가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한다(Gilligan,

1982, Rossi & Rossi, 1990). 어머니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

녀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가치관 동의 정도를 중요한 요소

로 여길 수 있다. 실제로 가치관 동의 정도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어머니

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더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Suitor &

Pillemer, 2013).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가치관의 동의 정도

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 동의 정도는 청년의 아버지에 대한 양가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능적 결속으로서, 청년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자주 받았을수

록 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를 양가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존과 자율성의 욕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지원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서, 다수의 연구에서 세대 간 지원이, 세대 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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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한 바 있다(예: Lendon et al., 2014; Willson et al., 2006).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장기화되고 만연해진 상황에서, 중노년기의 세대 간

지원 교환뿐만 아니라,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또한 청년의 부모

에 대한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

여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부모에

게 불편한 마음을 동시에 느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규범적 결속의 두 변수인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와 부모의 성

인자녀 지원에 태도는 반대 방향으로 부모에 대한 양가성과 유의한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청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높은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결과는 노부모 부양

에 대한 태도와 세대 간 양가성의 연관성에 있어서, 중년 자녀가 노년

부모에 대해서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Lendon et al., 2014)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현재 많은 중년의 부모들은

청년자녀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더불어 노년의 부모

만큼 도구적 돌봄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 즉, 청년들은 생애과정의 특징

상, 직접적인 부양 행동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는 청년의 부모부양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관 또는 태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한국사회에는 효규범이 존재하기 때문

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미쳐, 청년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나 양가성에 대한 응답에서 규범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청년의 생애과정과 사회구조적인 위치,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가 낮은 수준의 양가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년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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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양가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실의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부모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느

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구조적 결속으로 측정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에 대한 양

가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참고하면,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사

는 경우,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더 낮고, 부정적인 감정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부모에 대

해 양가감정이 아닌, 부정적인 감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측정했을 때, 모든

항목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성인자녀보다 더욱 부정적인 경향을 보

였다는 선행연구(White & Rogers,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율성에

대한 욕구에 따라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지만, 높은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문

화로 인해 부모에게서 주거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

여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일상적

인, 사소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부모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경

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세대관계의 행위, 인식과 같은 다양한 양상

을 보여주는 세대 간 결속의 차원은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양가성과 관련

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결속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세대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세대 간 양가성 학자들의 논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Lüscher, 2011; Lüscher & Pillemer, 1998). 현재 한국의 청년

들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부모와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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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

는 것은 부모에 대한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가깝게 지내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더불어 부모의 지원

과 상호작용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개입, 관여, 또는 과도하게 밀착

된 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자녀는 이에 대한 불만 또는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의 입장에서 청년자녀에 대한 양가성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

적이다. 청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성의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동일한 상황과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쌍(dyad)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분석

하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이다. 쌍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은 관계 자체

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며, 구성원들이 종종 관계에 대해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Duck, 1990; Giarrusso, Stallings,

& Bengtson, 1995; Willson et al., 2006). 특히 양가성은 친밀한 관계에

서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쪽의

관점만을 측정하는 것보다 양쪽 구성원의 관점을 측정하였을 때, 청년의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관계에 대한 좀 더 통합적인 탐

색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자녀의 성별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아버

지와 어머니에 대한 청년의 양가성을 각각 살펴본 것처럼, 성별은 세대

관계의 구조와 연관된, 세대 간 양가성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규범과 자녀

의 성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딸보다

높은 수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으나, 부양 또는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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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규범은 딸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자녀 성별과 결속의 다섯가지 차원이 상호작

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

나 세대 간 양가성 연구에서 젠더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속연구

에서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세대 간 양가성과 세대관계의 특성이 본인의

성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경제적 지원 빈도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의 세대 간 지원과 세대 간 양가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이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원의 다양한 유형은 각각 세대 간 양가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부모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

니라 도구적, 주거적,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원

의 구체적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최여진, 이재림, 2014). 더불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녀에 대한 개입, 진로기대, 호혜성 규범 등 다양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태도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이윤석, 2011; 정병

은, 2007).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세대 간 지원의 다양한 형태 또

는 관련된 변수가 세대 간 양가성과 어떻게 실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만 측정하였

다. 그러나 상호작용의 양상과 질에 따라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지원의 성격이 강한 상호작용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부모에 대해 주로 애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이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을 자주 경험

한다던지,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가 청년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개

입하는 경우에는 청년자녀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양가적인 감정

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년자녀가 부모와 어떤 내

용과 질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대 간 양가성 경험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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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양가성의 두 차원 중 사회적 양가성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양가성을 측정하고, 한국

청년들이 현재 사회적 양가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

여 청년의 세대 간 양가성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사회적 양가성을 측정

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의 규범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청년이

속한 사회, 국가, 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

러나 현재 사회적 양가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지표 또는 척도가

부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심리적 양가성 경험을 탐색하

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양가성을 직접적으로 측

정하여, 청년자녀가 부모에게 지원받는 것에 대해 양가적인 규범을 경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양가성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먼

저, 청년의 세대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세대 간 양가성 관점을 적

용한 첫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

대관계의 변화와 개인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을 연결하려는 시도

를 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감정에는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아닌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

을 통해 세대관계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

금까지 중노년기의 세대관계를 위주로 연구되던 세대 간 양가성 관점이

한국 청년의 세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관점임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관계의 여러 특성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세대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인 세대 간 결속의 다섯 가지

차원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결속의 모든 차원이 단순히 긍정

적인 세대관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세대

관계의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이 한국 청년의 세대관계를 설명할 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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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질문지

질 문 지6)

A. 세대 간 양가성

A1. 평소 귀하가 어머니(혹은 어머니와 같은 분)에 대해 느끼셨던
바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머니와 있을 때 느긋해진다. □ ➀ □ ➁ □ ➂ □ ➃
2 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냉랭하다. □ ➀ □ ➁ □ ➂ □ ➃
3

나는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➀ □ ➁ □ ➂ □ ➃

4 나는 어머니와 있을 때 긴장이 된다. □ ➀ □ ➁ □ ➂ □ ➃
5 나는 어머니가 멀게 느껴진다. □ ➀ □ ➁ □ ➂ □ ➃
6 나는 어머니가 가깝게 느껴진다. □ ➀ □ ➁ □ ➂ □ ➃
7

나는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➀ □ ➁ □ ➂ □ ➃

8 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따뜻하다. □ ➀ □ ➁ □ ➂ □ ➃
9 나는 어머니가 편하다. □ ➀ □ ➁ □ ➂ □ ➃
10 나는 어머니가 불편하다. □ ➀ □ ➁ □ ➂ □ ➃

6) 부록에 제시한 질문지는 「부모의 지원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의 부모자녀관
계 및 심리적 복지」 프로젝트의 질문지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만 수록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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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평소 귀하가 아버지(혹은 아버지와 같은 분)에 대해 느끼셨던
바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버지와 있을 때 느긋해진다. □ ➀ □ ➁ □ ➂ □ ➃
2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은 냉랭하다. □ ➀ □ ➁ □ ➂ □ ➃
3

나는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➀ □ ➁ □ ➂ □ ➃

4 나는 아버지와 있을 때 긴장이 된다. □ ➀ □ ➁ □ ➂ □ ➃
5 나는 아버지가 멀게 느껴진다. □ ➀ □ ➁ □ ➂ □ ➃
6 나는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진다. □ ➀ □ ➁ □ ➂ □ ➃
7

나는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➀ □ ➁ □ ➂ □ ➃

8 아버지에 대한 내 감정은 따뜻하다. □ ➀ □ ➁ □ ➂ □ ➃
9 나는 아버지가 편하다. □ ➀ □ ➁ □ ➂ □ ➃
10 나는 아버지가 불편하다. □ ➀ □ ➁ □ ➂ □ ➃

B. 세대 간 결속

B1.
귀하가 현재 (주 5일 이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혼자 □ 2) 어머니 □ 3) 아버지 □ 4) 형제자매
□ 5) 형제자매의

배우자
□ 6) 할머니

/할아버지
□ 7) 기타 친척 □ 8) 친구/선후배

□ 9) 연인 □ 10) 기타

B2. 귀하는 귀하의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십니까? (얼굴 마주하기, 이야기 나누기, 식사 함께 하기 등)

□ 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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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5) 한 달에 한 번 정도
□ 6)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7) 일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정도)
□ 8) 일년에 한두 번 정도
□ 9)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 10) 만나지 않음

B3. 귀하는 귀하의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연락 빈도를 답해주세요.

□ 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4)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5) 한 달에 한 번 정도
□ 6)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7) 일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정도)
□ 8) 일년에 한두 번 정도
□ 9) 일년에 거의 연락하지 않음
□ 10) 연락하지 않음

B4. 귀하는 귀하의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십니까? (얼굴 마주하기, 이야기 나누기, 식사 함께 하기 등)

□ 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4)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5) 한 달에 한 번 정도
□ 6)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7) 일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정도)
□ 8) 일년에 한두 번 정도
□ 9) 일년에 거의 볼 수 없음
□ 10) 만나지 않음



- 75 -

B5. 귀하는 귀하의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십니까?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연락 빈도를 답해주세요.

□ 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 2)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4)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 번 정도)
□ 5) 한 달에 한 번 정도
□ 6) 일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 번 정도)
□ 7) 일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한 번 정도)
□ 8) 일년에 한두 번 정도
□ 9) 일년에 거의 연락하지 않음
□ 10) 연락하지 않음

B6. 귀하와 어머니/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귀하의 응답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별도로 응답
해 주십시오.

전혀
다름

매우
유사

1
귀하의 삶에 대한 견해(일반적인 가치나 태도)는
어머니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 ➀□ ➁□ ➂□ ➃□ ➄□ ➅
2

귀하의 삶에 대한 견해(일반적인 가치나 태도)는
아버지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 ➀□ ➁□ ➂□ ➃□ ➄□ ➅

B7.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해주셨습니까?

구분

전혀
하지
않거나
일년에
한 번
미만

일년에
한번

일년에
몇번

한달에
한번

한달에
몇번

일주일
에
한번

일주일
에
몇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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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 등을 통해서 자주 연락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2
자식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3
결혼한 자식은 부모님 가까이 살아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4
자식은 명절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5
자식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돌봐

드려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6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요양시설에

보내기보다 자식이 모셔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7
자식은 필요시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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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다음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2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3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4 생활비나 용돈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5

주거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6
집안일(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7
결혼 준비 비용(혼수, 신혼집 등)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8
결혼한 후 경제적인 지원(주택마련,

생활비 등)을 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9
어린 자녀(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
□ ➀ □ ➁ □ ➂ □ ➃

C. 통제변수

C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 □ 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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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귀하는 올 해(2016년) 생일이 지났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C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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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 귀하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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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5. 귀하는 모든 형제자매 중 몇 번째로 태어났습니까?

� � � � � � � �

□ 0) 외동 □ 1) 첫째 □ 2) 둘째 □ 3) 셋째
□ 4) 넷째 □ 5) 다섯째 □ 6) 여섯째 □ 7) 일곱째 이상

C5-1. 귀하의 형제자매는 본인을 제외하고 모두 몇 명입니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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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아래의 사다리 그림에서 돈, 교육,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위쪽에
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위치합니다.
귀하는 이 사다리에서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7.
귀하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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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1. 귀하의 아버지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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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
귀하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십니까?

□ 1) 무학 □ 2) 초등(국민)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전문대(2·3년제) □ 6) 대학교(4년제)
□ 7) 대학원(석사과정) □ 8) 대학원(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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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1. 귀하의 어머니는 이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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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9. 부모님의 현재 한 달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임금 및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 이자, 월세 등을 모두 포함해 세전
월평균 금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최대한
가깝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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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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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모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과 부정문항의 평균을 종속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변수
긍정문항 부정문항
β SE β 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002 .035 -.044 .045
연령 -.035 .005 .075* .006
교육수준 .061* .010 -.058 .013
형제자매 수 .007 .021 .043 .027
대학생 여부 .000 .048 .018 .061
주관적 계층 인식 .057* .011 .010 .014
부모 교육수준 -.023 .017 .022 .022
부모 월평균 소득 .015 .028 -.028 .036
세대관계 특성
아버지와의 동거여부 -.109** .051 .104* .065
아버지와의 면대면 접촉 .150*** .011 -.158*** .014
아버지와의 비면대면 접촉 .182*** .009 -.071* .011
아버지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452*** .015 -.320*** .019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014 .008 .060 .011
부양의식 .132*** .034 -.079** .043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048 .036 .239*** .046

상수 .428 2.864***

Adjusted R2 .430*** .212***
*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1> 아버지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과 부정문항의 평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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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긍정문항 부정문항
β SE β SE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050 .034 -.123*** .046
연령 -.031 .005 -.026 .007
교육수준 .135*** .010 -.100*** .013
형제자매 수 -.009 .021 .079** .028
대학생 여부 .052 .047 -.065 .063
주관적 계층 인식 .055 .011 .040 .014
부모 교육수준 -.031 .017 .025 .023
부모 월평균 소득 -.034 .027 -.024 .036
세대관계 특성
어머니와의 동거여부 -.096** .053 .043 .071
어머니와의 면대면 접촉 .097* .014 -.066 .018
어머니와의 비면대면 접촉 .125*** .011 -.074* .015
어머니와의 가치관 동의 정도 .321*** .015 -.128*** .020
경제적 지원 수혜 빈도 .007 .008 .051 .011
부양의식 .314*** .033 -.198*** .045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126*** .035 .314*** .047

상수 .579* 2.802***

Adjusted R2 .365*** .231***
* p < .05. **p < .01. ***p < .001

<부록 표 2> 어머니에 대한 긍정문항의 평균과 부정문항의 평균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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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mong

Korean Young Adults:

Associations with the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Lee, Jeenkyo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nd the structural,

associational, consensual, functional, and normative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mong Korean young adults. In this study,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s defined as the coexist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the same parent caused by conflicting

norms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 Previous studies of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have mainly investigated relations

between middle-ag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However,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can be a useful theoretical frame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complexity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that Korean young adults experience today.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intergenerational relations, conceptualized as

the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this study,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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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with this generation’s levels of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019 Korean

young adults aged 19-34, who were never married and had two

living parents or parent-like figure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toward the father and mother was analyzed separatel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fter controlling for the participant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number of siblings,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university student status along with the parents’ education and

income.

The findings show that, overall, young adults in Korea

experienced low levels of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nd tended to

have more ambivalent feelings toward their fathers than their

mothers. Associational, consensual, functional, and normative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mong the young

adults. Specifically, young adults who had more frequent face-to-face

contact with their parents, received more frequent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or had stronger attitudes toward their parents’

support experienced higher levels of ambivalence toward their parents.

In contrast, young adults who agreed more with the norm of filial

responsibility experienced lower levels of ambivalence toward their

parents. Consensual solidar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vels

of ambivalence toward the mother only. In other words, young adults

who perceived that their values were similar to their mother’s

experienced lower levels of ambivalence toward their mother.

Structural solidarity, measured by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of Korean young adults from the le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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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which has not been studied for young

ad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could theoretically

complement each other.

Keywords :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young adults

Student Number : 2016-2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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