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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방식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29명(평균

연령 24.52세)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을 실시하여,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

한 후 최종 진술문(부 양육태도 78개, 모 양육태도 78개)을 추출하였다. 초점집단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 25명에게 

유사성 분류 및 중요도 평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개념적 구조를 각각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

하여 3개 차원(본인위주 대 자녀위주, 기대 및 동일시 대 심리적/정서적 분리, 개인주의 지향 대 집단주의 지향)과 

8개 군집(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 과잉간섭,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 과잉기대/과잉동일시, 

성취지향/공부위주, 가족가치 중시/훈육,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 양육태

도에 대해서는 3개 차원(본인위주 대 자녀위주, 높은 기대/적극적 관여 대 무관심/본인 삶 중요시, 헌신/과보호 대 

요구 및 비교, 차별)과 6개 군집(본인 삶 중요시,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 과잉간섭, 성취지향/과잉기대, 애정/수

용적 양육태도, 헌신/과보호)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군집별 중요도 평정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가족가치 중시/훈육’ 군집이,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헌신/과보호’, ‘성취지향/과잉기대’ 군집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양육,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개념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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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 개인이 태어나 최초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관계는 가족이며, 그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는 가

족관계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일차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류정현, 2007).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부모는 생애 발달 초기부터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감을 형성하고, 양육행동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박진아, 이미리, 신유림, 2013). 즉,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사회화 과정을 포

함하여 자아개념, 가치관, 수행능력 등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현, 정재은, 2019; 이화순, 2003; Darling & Steinberg, 1993).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

시키는데 요구되는 이상적인 부모역할이나 행동규범은 개인이 속한 시대나 문화, 사회적 가치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영환, 김정희, 차평, 한지현, 2016; 임정하, 정옥분, 2004; Kelley & 

Tseng, 1992). 이에 특정한 문화적 맥락 내에 놓인 부모의 양육태도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 문화에 속해있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관이나 규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임정하, 2006),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양육태도 및 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Harkness & Super, 2002; Okagaki & Sternberg, 

1993).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된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양육이론(Darling & Steinberg, 1993; Parker & Brown, 1979; Schaefer, 1965; 

Symonds, 1949)이나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 또는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 부모의 자녀양육방

식을 측정해왔다(김원, 박은아, 천성문, 2016; 김종희, 박성희, 2018; 김지윤, 진미경, 2019; 송지영, 

1992). 이러한 측정 방식이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편리성이나 용이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나,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최인재, 

2007).

특히, 한국 문화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성을 형성하기보다 

집단 내 조화를 강조하는 특성이 강하며,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정의 내리는 상호의존적

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되어왔다(박진아, 2019;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의 자애(自
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나타내는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나 심정

교류(心情交流), 감정동일체(同一體) 등의 현상은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

는 것으로, 이는 자녀를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보기보다 부모의 확장으로 간주하고, 부모의 역할로

서 무조건적인 헌신과 믿음, 희생이 강조되는 것을 나타낸다(최상진, 2000). 이러한 관계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그리고 자율성을 추구하고 격려하는 

서구의 자녀양육방식의 형태와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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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적 관계에서는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 되고, 부모의 기쁨과 슬픔은 곧 자녀의 기쁨과 슬

픔으로 여겨지는데(최상진, 2000), 이를 서구의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착되어있는 

역기능적인 관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숙, 김국태, 박창균, 2010; 최인재, 2004). 그러나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이 발달된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에 긴 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 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

정숙, 김국태, 박창균, 2010).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Rohner와 Pettengill(1985)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비 신뢰적이고 거부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한국 청소년들은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통제행동 이면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걱정이나 보호에 대한 의무감이 수반되는 경향

이 있으며, 부모의 엄격함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기보다 자녀의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위

해 필요한 자애로운 관심과 관여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방희정, 2000; 이정숙, 김국

태, 박창균, 2010).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지각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함에 있어 문화적 맥락과 특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의 고유한 문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박영신, 김의철, 2004).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를 토착적인 개념으로 규명하고자 하

는 시도(류정현, 2007; 박영신, 김의철, 2004; 이경숙 외, 2013; 임정하, 정옥분, 2004; 정경미, 윤성

연, 2015; 최상진, 류승화, 1995)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의 요인들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문화적 맥락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류정현, 2007; 방희

정, 2000; 임정하, 정옥분, 2004; 정선진, 2005; 허묘연, 2000).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임정하

와 정옥분(2004)은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한국적인 양육태도의 관점과 연결하여 ‘부자

십이지덕목(夫子十二支德目)’을 바탕으로 불신, 가르침, 관심, 존중 총 네 요인으로 구성된 부모양

육 척도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인 ‘동일체적 관계경향’이

나 ‘성취지향’, ‘헌신/희생’ 등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긴 하나, 척도

의 하위요인 가운데 ‘가르침’의 경우에는 서구의 양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Darling & 

Steinberg, 1993; Parker & Brown, 1979; Schaefer, 1965)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특한 개

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구문화와 달리 한국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부모역할 중 

하나가 가정교육이며, 이는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가치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도민재, 2000; 팜 프윽 마잉, 이진희, 신인숙, 200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통적인 가

정뿐만 아니라 현대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가르침’, 즉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공공의

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인격교육은 자녀양육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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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주로 척도를 개발할 때 서구의 양육행동모형이나 이

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논의하였다(임정하, 정옥분, 2004).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 자녀양육방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개념인 헌신, 희생, 관대, 믿음,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가정교육, 예의범절, 타인배려, 집단에 대한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가르침 등은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김황기, 2018; 손영미, 2018; 이장주, 최상진, 2003; 

최인재, 2007),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척도들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완

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로운 측정도

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제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경험적으로 탐색하여 이를 구성하는 내재된 공통요인을 밝히고, 개념적 범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

증하는 개념도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개념과 구조를 밝히는데 있어 문화적 특성뿐 아니

라 우리나라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역할 차이와 상호보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전통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이상적인 부모 상(像)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가 강조되어왔고,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이 고정된 역할 상을 지니며 서로 이분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방희정, 2000; 임정

하, 2006). 전통가정에서의 아버지는 자녀가 근접하기 어려운 존재, 즉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적 

권위와 엄격함을 지니며 자녀를 일방적으로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수직적인 관계구조를 띄는 경향이 

있었다. 또 어머니의 경우 가족 내에서 정서적인 위안자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돌봄과 보살핌을 

도맡아왔다(김명운, 2012). 그러나 현대에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수평적

인 부부중심 내지는 자녀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바뀌었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

는 구조 속에서 어머니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혜숙, 정미라, 김경숙, 2018; 조윤진, 임인혜, 2016). 특히, 아버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부모역할의 입체적인 측면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정환, 이선이, 2014; 윤성민, 2019; Pleck & Masciadrelli, 

2004).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권위적이거나 지시적이기보다는 자녀와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 자녀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이 기대

되는 것으로 보고되며(김영철, 양진희, 2014;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

녀교육의 중심적 역할, 즉 자녀의 학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김명운, 2012; 박혜경, 2008; 임혜정, 전하람, 20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속한 시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한국사회가 이러한 의식변화의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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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부모 상(像)과 현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부모역할의 측면들이 실제 연구결과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각각 수집하여 어떠한 고

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밝히고자 하였는데,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지에 대한 객

관적인 사실보다 학습자인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발달에 있

어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Schaefer, 1965),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

을 두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소 

및 개념적 구조에 대해 확인하고, 차원 및 군집,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인 공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개념도 연구

방법(Concept Mapping)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방법의 경우, 현상을 경험하는 연구 참여자가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술하고 의미 있는 군집으로 개념들을 직접 분류하기에, 특정한 

현상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며, 다양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선경, 전재영, 2012; Kane & Trochim, 2007). 특히 개념도 방법은 사전 

참조자료나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한 연구 분야의 탐색에 유용하다는 점(Johnsen, Biegel, & 

Shafran, 2000;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적 부모양육태도 및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

는데 있어서 기존 척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즉 서구 양육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문항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개발된 척도의 경우에도 일부 제한된 양육방식만을 측

정하고 있어 실제 모습들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려운 한계점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우리나라 아버지 양육

태도의 개념도와 중요도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우리나라 어머니 양육태도의 개념

도와 중요도는 어떠한가? 셋째, 성인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의 개념구조(차원, 

군집, 진술문, 중요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 개념도 연구 참여자 인원수는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가 적합하다는 Kane과 Trochim(2007)의 제안에 따라 총 29명을 섭외하였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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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도 방법의 절차 상,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개념적 진술문들을 직접 분류할 뿐만 아니라 진술문

들을 구성하고 해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개개인의 자각 수준이 높고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정한다(Rig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아 및 환경적 자각을 

보이는 충분히 교육받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기초진술문

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과 진술문 분석을 위한 카드분류 및 평정 작업

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지인을 통한 소개와 인터넷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모집의 경우,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참여자 공고문을 대학교 

및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

다. 그 결과,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1명(72.4%), 남자가 8명(27.6%)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4.52세(SD=2.246)였다. 한편 직업별 분포는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23명(76.7%), 대학원생이 2명(6.7%), 직장인이 4명(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분

석을 위한 카드분류 작업과 중요도 평정 작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4명을 제외하면 초점집단에 참여한 대상자와 동일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한국형 부모양육태도가 무엇인지를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그 차원

과 요소를 탐색하고, 추출된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하였다. 연구절차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개념도 연구의 6단계 과정(개념도를 위한 준비, 아이디어 산출, 진술문들

의 구조화,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 개념도 활용)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초점질문(focus question)을 개발하였고, 대학생과 대학원생 총 3명(남 1명, 여 2

명)을 대상으로 예비 면접을 시행하였다. 문헌연구와 예비연구를 기반으로,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하

고 내용 및 표현을 수정·보완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초점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아버지/어머니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형 부모양육태도라는 개념

을 접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나 행동방식이 떠오르세요?”, “본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거나 

혹은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번째,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각각 1~3명의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2018

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현장모임(on-site meeting)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부모양육태

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면담 진행 시, 연구담당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

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설명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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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또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면담시작 전 초점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면담 시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독려

하고, 질문을 통해 촉진적인 반응을 돕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녹음된 면담내용에 대한 완전 축어록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문들을 분석, 명료화하고, 공통

된 내용을 종합하고 편집하여 Kane과 Trochim(2007)이 권장한 100개 이하로 축약하는 작업을 실

시하였다. 또 진술문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정에 참여한 대상자 3인에게 진술문 내용의 

포괄성 및 표현의 명료성 등을 확인하였고, 상담심리 전공 교수와 상담심리전문가 1인에게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진술문을 축약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의미가 모호하거나 너무 개인적인 시각만을 반영한 아이디어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

버지 양육태도의 경우 286개의 진술문에서 78개의 진술문으로, 어머니 양육태도는 285개의 진술문

에서 78개의 진술문으로 축약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 중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4명을 제외한 25명에게 2018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유사성 분류 및 진술문 

중요도 평정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진술문 카드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로 유

사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끼리 분류하되,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주어진 

78개의 진술문을 모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Kane & Trochim, 

2007). 분류 후에는 연구 참여자들 각자가 분류한 범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도록 

하였고, 각각의 핵심문장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Likert식 척도(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진술문 분류 및 중요도 평정작업에는 집단별로 약 50분~1시

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결과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

(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작업은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을 0, 다른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을 1로 코딩하여 개인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MS: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GSM을 바탕으로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하였고, 산출된 각 점들의 1, 

2, 3차원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도상에 위치한 점들을 내적

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유용한 Ward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진술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중요

도 평정 값을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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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한국형 아버지 양육태도

1)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차원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최종 진술문 78개에 대해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어 다차원 척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각 차원에 따른 합치도(stress)와 설명량(R2)이 산출되었다. stress plot을 그려보았

을 때, 2차원에서 .367, 3차원에서 .262로 나타났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졌다. 본 연구에

서는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분석 스트레스 값의 평균범위인 .205~.365를 만족시키면서(최윤정, 김

계현, 2007; Kane & Trochim, 2007), 차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3차원 해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3개 차원을 편의상 1, 2, 3차원으로 명하고, 아버지 양육

태도의 개념도를 각각 2차원의 공간에서 나누어 [그림 1]은 1차원×2차원, [그림 2]는 2차원×3차

원, [그림 3]은 1차원×3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각 진술문의 위치와 거리, 차원별 좌표 값이 가지는 

의미와 연구 참여자들이 양육태도방식의 유사성을 분류할 때 사용한 분류기준 등을 모두 통합하여 

고려했을 때, 3개 차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원의 부적 축에 놓인 진술문부터 정적 방향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 진술문까지 그 의미

를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에 분포한 진술문들은 자녀를 기르고 대하는 기준이 아버지 

본인 위주이며, 자녀의 의견이나 감정상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시하는 아버지의 양

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정적 방향에는 아버지 본인의 기준보다는 자녀의 상태나 감정에 관심을 가지

는 자녀 위주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적인 방향의 축에는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셨다’, ‘양육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기보다 무조건 본인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에 맞춰 나를 대하셨다’, ‘내가 원하는 것(관

심사, 취미활동 등)보다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하게끔 

강요하셨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정적인 방향 축에는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했던 말을 세심하게 기억해주셨다’,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으셨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어주시고,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다’ 등의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차원은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기준

을 누구에게 두는가?’에 관한 차원으로, ‘본인위주-자녀위주’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2차원의 부적 축에 놓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기대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이 못 이룬 꿈(직업)을 대신 이뤄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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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통해 자신이 잘 살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셨다’ 

등의 내용으로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높은 기대치를 가지거나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 적극적으

로 관여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 분포되어 있다. 정적 방향의 축에는 ‘평소에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다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만 나서서 혼내시곤 했다’, ‘내가 잘 한 일이 있어도 좋은 티를 

낸다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무관심한 척하였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을 덜 하고 느긋하신 편이었다’ 등이 분포하여 자녀와 동일체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심리

적/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즉, 자녀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게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태도를 포함하여, 실수나 잘못

을 했을 경우 정서적으로 단절된 채 처벌에 강하게 관여하는 양육태도에 관한 진술문들이 위치해있

다. 이 같은 분포를 고려했을 때, 2차원은 ‘자녀의 삶의 영역(학업/진로 등)에 얼마나 심리적 거리를 

두고 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기대 및 동일시-심리적/정서적 분리’의 차원으로 명명하였

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부적 축에는 자녀양육에 있어 최소한의 역할(경제적 지원)은 수행하지만 아

버지 본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에 관한 진술문들이 분포되었으며, 정적인 축에 놓여있는 진술

문들은 가족가치를 강조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예의범절 등에 대해 훈육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적인 축에는 ‘나를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셨

고, 다른 양육(교육, 훈육 등)에 있어 무관심한 편이였다’, ‘아버지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

이나 취미생활 등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대체로 나에 대한 이야기(일상생

활, 학업 등)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곤 하셨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적인 축에는 ‘주

말 저녁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가족모임이나 

행사(명절 등)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등의 진술문이 위치해있다.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으로 볼 때, 3차원은 ‘자

녀양육에 있어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가?’에 관한 차원으로, ‘개인주의 지향(최소

한의 역할수행)-집단주의 지향(집단의식 강조 및 훈육자로서 역할수행)’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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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 양육태도 1차원(X,Y)

[그림 2] 부 양육태도 2차원(Y,Z)

[그림 3] 부 양육태도 3차원(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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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군집과 중요도

아버지 양육태도방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 분석 결과 생성된 3차원의 

좌표 값을 데이터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수인 최소 8개에서 최대 

18개(M=11.6, SD=2.432) 내에서 선택하였으며, 군집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 간 진술문들의 

차별성이 나타나는 지를 검토하여 개념적 명료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를 8개로 

결정하였고,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K-means)을 실시하여 결과의 내적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거

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군집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아버지 양육태도

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진술문들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구 참여

자들이 이를 유사하게 인식하며, 반대로 거리가 멀수록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 군집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같은 군집 내 진술문들의 의미를 대표하면서 다른 군집들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카드 분류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부여한 분류 기준과 범주명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에 관한 8개의 군집화 된 범주와 진술문들, 그리고 각 진술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평정한 중요도는 <표 1>과 같다. 8개 군집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처벌적/

거부적 양육태도’, ‘과잉간섭’,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 ‘과잉기대/과잉동일시’, ‘성취지향/공부위

주’, ‘가족가치 중시/훈육’,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M=3.96)’로 명명되었으며, 아버지 본인의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

녀에게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통보, 지시하는 태도에 관한 8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군집 2 ‘처벌

적/거부적 양육태도(M=3.79)’는 총 10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녀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처벌(화/체벌/비난 등)하는 행동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집 3은 ‘과잉간섭(M=3.46)’으로 총 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간섭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양

육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군집 4에서는 최소한의 양육(경제적 지원)에는 개

입하지만 자녀의 감정상태나 생활영역에는 무관심하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12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M=3.82)’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5 ‘과잉기대/과잉동일시(M=3.65)’는 총 9개의 진술문으로,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바람을 자녀에게 투영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군집 6은 ‘성취지향/공부위주(M=3.73)’로 명명되었으며,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중요하

게 생각하여 공부위주로 양육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행동방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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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군집 7 ‘가족가치 중시/훈육(M=3.85)’은 총 10개의 진

술문으로, 가족끼리의 화합 및 집단의식을 강조하고, 자녀가 살아감에 있어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사회적 규범, 예의범절 등)에 대해 훈육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마지막으로, 군집 8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M=3.75)’로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야

기를 경청하며 자율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도 너그럽게 이해하려는 태도

와 관련된 14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군집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가족가치 중시/훈

육’,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 ‘애정/수용적 양육태도’, ‘성취지향/공부

위주’, ‘과잉기대/과잉동일시’, ‘과잉간섭’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문별로는 ‘나를 키우는데 있어 경

제적인 지원만 해주셨고, 다른 양육(교육, 훈육 등)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였다(M=4.36)’, ‘양육

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기보다 무조건 본인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에 맞춰 나를 대하고 가르

치셨다(M=4.28)',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 및 일(미래)을 위해 필요한 거라면 무조건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고 하셨다(M=4.28)' 등이 우리나라 아버지 양육태도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

고, ‘아버지는 종종 ‘여자(남자)가 그것도 못 하냐’, ‘너는 남자(여자)니깐 ~해야 한다’와 같이 성차별

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M=3.08)’, ‘내가 울면 아버지는 시끄러우니깐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거

나 화를 내셨다(M=3.12)’, ‘나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시고,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시곤 

했다(M=3.24)’ 등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표 1> 자녀가 지각한 한국형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군집명 / 진술문
중요도

M SD

군집 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8문항) 3.96

1. 양육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기보다 무조건 본인이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
에 맞춰 나를 대하고 가르치셨다.

4.28 0.98

2. 가족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나에게는 통보하셨던 편이다.

4.24 1.09

3. 내가 원하는 것(관심사, 취미활동 등)보다는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필요
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하게끔 강요하셨다.

4.16 1.03

4.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셨다.

4.12 0.97

5. 다른 일을 하던 중이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무조건 현관으로 나와 ‘다녀
오셨어요?’ 인사하기를 강요하셨다.

4.00 1.12

6. ‘이거 치워라, 물 떠와라’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나에게 시키곤 하
셨다.

3.92 1.32

7.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진로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 나와서 뭐 먹고 
살 거냐?’라고 비난하셨다.

3.8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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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버지는 종종 ‘여자(남자)가 그것도 못 하냐’, ‘너는 남자(여자)니깐 ~해야 한다
'와 같이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3.08 0.76

군집 2.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 (10문항) 3.79

1.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에 내가 반발하면,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등)을 다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셨다.

4.04 1.17

2.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절대 먼저 사과하진 않으셨
다.

4.04 1.10

3. 아버지는 나를 왜 혼내는 건지 말로 설명해주기보다 바로 손찌검을 하시곤 했
다.

4.00 1.32

4. 사소한 실수나 잘못에도 아버지는 나를 때린다거나 정도 이상의 심한 벌을 주셨
다.

3.88 1.24

5. 내가 서투르거나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아버지는 ‘넌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셨다.

3.88 1.24

6. 성적이 안 좋으면 ‘그게 다 게을러서 그런 거다, 머리가 멍청하다’고 나를 비난
하셨다. 

3.80 1.15

7.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다그치시며, 내 의견
은 무시해버리곤 하셨다.

3.76 1.36

8. 평소에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다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만 나서서 혼내
시곤 했다.

3.68 1.38

9. 아버지는 평소에 내가 행동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참았던 것까지 한 번에 
터트려 무섭게 야단치셨다.

3.68 1.14

10. 내가 울면 아버지는 시끄러우니깐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셨다. 3.12 1.39

군집 3. 과잉간섭(5문항) 3.46

1. 자식은 부모의 아바타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고 아버지는 말씀하
셨다.

3.68 1.31

2. 내가 어떤 걸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결정하여 그대로 따
르기를 강요하셨다.

3.68 1.22

3. 방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 하고, 문을 항상 열어놓으라고 간섭
하셨다.

3.36 1.32

4. 내 외모에 대해 ‘살찌면 안 된다’, ‘자기관리 잘 해야 한다’ 잔소리를 하셨다. 3.36 1.50

5. 나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시고,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시곤 했다. 3.24 1.36

군집 4.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12문항) 3.82

1. 나를 키우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셨고, 다른 양육(교육, 훈육 등)에 있
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4.36 0.99

2. 내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집에 있으면서 애 가정교육도 안 시키고 뭐 했어?’
라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다.

4.20 1.29

3. 아버지는 대체로 나에 대한 이야기(일상생활, 학업 등)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
곤 하셨다.

4.08 1.19

4. 아버지와는 대화의 주제(학업계획, 진로, 취업 등)가 한정적인 편이다. 4.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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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와 얘기하기보다 어머니를 통
해 본인의 바람을 전달하셨다.

3.96 1.14

6. 아버지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닮아서 그래!’라고 말하며 어머니 탓
을 하셨다.

3.92 1.44

7. 아버지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이나 취미생활 등 자신의 삶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하셨다.

3.76 1.01

8. 아버지는 직접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용돈이나 선물 등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3.76 1.01

9. 아버지는 나와 가벼운 농담은 주고받지만 깊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셨다. 3.52 1.42

10. 성인이 되기 전까지 경제적 원조를 해 줄 테니, 빨리 제 앞길을 찾아 독립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3.48 1.00

11. 내가 잘 한 일이 있어도 좋은 티를 낸다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무관
심한 척하였다.

3.40 1.32

12. 내 진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직접 표현하기보다 실망스러운 표정이나 분위기
로 티를 내셨다. 

3.32 1.14

군집 5. 과잉기대/과잉동일시(9문항) 3.65

1. 내가 성공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통해 자신이 잘 살
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셨다.

3.96 1.17

2. 아버지가 예전에 못했던 경험들을 내가 해보길 바라셔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3.92 1.04

3.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기대하셨다. 3.84 1.21

4. 아버지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이 있어 나에 대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곤 하셨다.

3.84 1.18

5. 아버지는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꼭 성공해야 한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3.80 1.04

6.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이 못 이룬 꿈(직업)을 대신 이뤄달라고 말씀하셨다. 3.64 1.41

7. 다른 형제자매가 기대만큼 잘 하지 못했을 때, ‘OO가 잘 안 됐으니깐 너라도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하며 부담을 주셨다.

3.32 1.46

8.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딴 짓(PC방, 노래방 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틈틈이 감
시하셨다.

3.32 1.41

9. 내 실수나 실패(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마치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감을 크
게 느끼곤 하셨다.

3.24 1.33

군집 6. 성취지향/공부위주(10문항) 3.73

1.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4.04 0.73

2. ‘누구네 집 아들(딸)은 이번에 몇 등 했다던데’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를 
종종 비교하셨다. 

3.92 1.22

3. 아버지는 자기 말을 무조건 잘 따르는 자식을 더 예뻐하며 차별하시곤 했다. 3.88 1.01

4. 다른 형제자매와 나를 은근슬쩍 비교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시곤 했다. 3.7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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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학업 외에 쓸데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
셨다.

3.68 1.28

6.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내 미래의 성공을 위
한 투자라고 생각하셨다.

3.68 1.28

7. 너는 공부만 잘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훈육을 
하지 않으셨다.

3.52 1.29

8.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반면에 성적이 안 좋을 땐 차갑게 
대하셨다.

3.48 1.26

9.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
하셨다.

3.28 1.17

10. 아버지는 딸과 아들을 대하는 태도(늦은 귀가, 훈육, 애정표현 등)가 다른 편이
었다.

3.08 1.00

군집 7. 가족가치 중시/훈육(10문항) 3.85

1.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4.12 1.01

2.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
다.

4.00 1.08

3. 아버지는 형제자매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4.00 1.26

4.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가르치셨다.

3.96 1.10

5. 아버지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서 손수 모범을 보이셨다. 3.88 1.33

6. 주말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야외활동(등산, 낚시 등)하는 걸 좋아하셨다. 3.76 1.01

7. 아버지는 내가 가족모임이나 행사(명절 등)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
다.

3.72 1.14

8. 식사예절(젓가락질/소리 내지 않기 등)을 강조하며,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욕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3.72 1.06

9.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3.72 1.24

10. 주말 저녁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3.64 1.08

군집 8. 애정/수용적 양육태도(14문항) 3.75

1. 내가 하고자 하는 학업 및 일(미래)을 위해 필요한 거라면 무조건 경제적 지원
을 해주려고 하셨다.

4.28 0.68

2.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어주시고,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다. 4.04 1.02

3. 아버지는 결과(성적)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4.00 1.29

4. 가족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다. 3.92 1.15

5.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주시고, 했던 말을 세심하게 기억해
주셨다.

3.8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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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어머니 양육태도

1)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차원

어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최종 진술문 78개에 대해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만들어 다차원 척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stress plot을 그려보았을 때, 2차원에서 .359, 3차원에서 

.255로 나타났고 이후에는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졌다. 차원의 수와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해석가능성과 단순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박광배, 2000), 진술문들을 2개 차원과 3개 차원

의 공간에 분포시키고 각각의 군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개 차원에서 차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집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원의 부적 방향에 분포한 진술문들은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기준이 어머니 본인 위주이며, 

자녀의 의견이나 감정상태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정적 방향에는 자

녀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그 의견이 자신과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훈육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적인 방향의 축에는 ‘어머니

는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시도하려고 할 때 반대하곤 

하셨다’, ‘어머니가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네 멋대로 할 거면 혼자 나가서 살아라!’하고 화

를 내셨다’,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를 계속 이야기하

6.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하는 거에 대해 별로 간섭하지 않으셨다. 3.84 0.94

7. 아버지는 나에게 애정표현(다정한 눈빛, 표정, 스킨십 등)을 많이 해주셨다. 3.72 1.14

8.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들을 찾아서 조언을 해주셨다. 3.68 1.18

9. 아버지는 같이 운동을 하거나 목마를 태워주는 등 나와 몸으로 잘 놀아주셨다. 3.60 1.00

10. 내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버지는 한 발자국 뒤에서 독
려해주셨다.

3.60 1.04

11.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으셨다. 3.56 1.29

12. 아버지는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그럽
게 넘어가주셨다.

3.48 1.23

13. 아버지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3.48 1.23

14.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걱정을 덜 하고 느긋하신 편이
었다.

3.4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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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인이 원하는 진로로 바꾸도록 설득하셨다’ 등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정적인 방향 축에는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셨다’,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 어머니는 우선 내 생각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하셨다’, ‘어머니는 훈육(체벌)을 하기 전에 내가 

혼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주셨다’ 등의 진술문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차원은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가?’에 관한 차원으로, ‘본인위주-자녀위주’

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2차원의 부적 축에 놓인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무조건 중요한 역할(반

장, 회장 등)을 맡기를 바라셨다’, ‘내가 공부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원(또는 과외, 

학습지 등)을 다니게 하셨다’, ‘입시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어머니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신 편이었다’ 등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 학업 및 진로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관여에 관한 내용들이 분포하고 있다. 정적 방향의 

축에는 ‘어머니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깨워주기, 밥 챙겨주기 등) 이외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

셨다’,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궁금해 한다거나 더 자세히 물어보시지 않았다’, ‘어머니

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기만의 시간이나 취미생활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등이 분

포하여 최소한의 생활관리나 경제적 지원은 해주지만, 그 이상의 관심이나 돌봄은 거의 없고 본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진술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분포를 고려했을 

때, 2차원은 ‘자녀의 삶의 영역(학업/진로 등)에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가?’에 대한 것으로 ‘높은 기대/적극적 관여-무관심/본인 삶 중요시’의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부적 축에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 희생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

녀의 삶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과잉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진술문들이 분포되

어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어머니 본인의 일처럼 감정이입을 하여 힘들어하

셨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헌신적이며, 힘든 게 있어도 자식을 위해 모두 참고 지내셨다’, ‘내 실수

나 실패(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마치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곤 하셨다’ 등의 진술

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부적인 축은 자녀와의 1:1 관계에서 나타나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나 과잉보호 특성들을 포함한다면, 정적인 축에서는 집단(가족, 친구, 주변사람 등) 내에서 자녀에게 

특정한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 차별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진술문들이 위치해있다. 예를 들면, 부적인 축에는 ‘어머니는 형제자매 중 본인이 예뻐하는 자식을 

대놓고 차별하셨다’, ‘다른 형제자매와 나를 은근슬쩍 비교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시곤 했다’, ‘부모님

이 집에 안 계실 땐, 어머니 대신 내(맏이)가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등의 진술문이 

위치해있다.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으로 볼 때, 3차원은 ‘1:1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관계 내에서 

자녀에 대해 어떤 요구와 태도를 지니는가?’에 관한 차원으로, ‘헌신/과보호-요구 및 비교, 차별’의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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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 양육태도 1차원(X,Y)

[그림 5] 모 양육태도 2차원(Y,Z)

[그림 6] 모 양육태도 3차원(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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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의 군집과 중요도

다차원 척도법에서 도출된 3차원 좌표 값을 데이터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

하였고, 덴드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인 최소 6개에서 최대 18개

(M=12.56, SD=2.468) 내에서 군집의 수를 선택하였다. 또 군집 내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군집 간 

진술문들의 차별성, 개념적 명료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6개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K-means)을 실시하여 결과의 내적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문항들이 해당군집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6개의 군집화 된 범주와 진술문들, 그리고 각 진술문에 대해 연구 참

여자들이 평정한 중요도는 <표 2>와 같다. 6개 군집은 ‘본인 삶 중요시’,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

정)’, ‘과잉간섭’, ‘성취지향/과잉기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 ‘헌신/과보호’로 도출되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본인 삶 중요시(M=3.28)’로 명명되었으며,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 자신

의 상태나 감정, 생활영역을 중요시하는 태도방식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지원이나 생활관

리 이외의 영역에서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삶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특성부터 자기 상태

나 감정에 따라 비 일관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9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있다. 군집 2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M=3.73)’는 총 7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가족 내에서 자녀

에게 특정한 역할수행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태도방식이 포함된다. 즉, 가족원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부터 성별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를 비교, 차별하는 부정

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집 3은 ‘과잉간섭(M=3.86)’으로 총 14개의 진술문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간섭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군집 4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공부위주로 양육하고,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좋은 성과를 위해 어머니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태도방식과 관련된 20개

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성취지향/과잉기대(M=3.87)’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5 ‘애정/수용적 양

육태도(M=3.82)’는 총 17개의 진술문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율

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존중하고 때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따끔하게 훈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군집 6은 ‘헌신/과보호(M=4.02)’로 명명되었으며, 자녀에게 무조건

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어머니 본인이 자녀의 삶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과잉보호하려고 

하는 양육태도에 관한 11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군집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헌신/과보호’, ‘성취지향/과잉기대’, ‘과잉간

섭’, ‘애정/수용적 양육태도’,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 ‘본인 삶 중요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문별로는 ‘어머니`가 자라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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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36)’,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셨다(M=4.32)’,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아침기상/준비물 사기/숙제 등)까지 어머니는 일일이 챙겨주려고 하셨다

(M=4.28)’ 등이 우리나라 어머니 양육태도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고, ‘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어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하며 나에게 화를 내셨다(M=2.76)’, ‘어머니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깨워주기, 밥 챙겨주기 등) 이외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M=3.08)’,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궁금해 한다거나 더 자세히 물어보시지 않았다(M=3.12)’ 등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표 2> 자녀가 지각한 한국형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

군집명/진술문
중요도

M SD

군집 1. 본인 삶 중요시(9문항) 3.28

1.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혼내지 않았던 일도 어떤 
때는 심하게 혼을 내시곤 했다.

3.96 1.27

2. 성인이 되기 전까지 경제적 원조를 해 줄 테니, 빨리 제 앞길을 찾아 독립할 준
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3.52 1.19

3. 어머니에게 힘든 걸 이야기하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라고 핀잔을 주셨다.

3.40 1.38

4.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나도 힘든데 너까지 왜 그러냐는 식으로 짜증
을 내셨다.

3.32 1.44

5.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다.

3.20 1.50

6.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궁금해 한다거나 더 자세히 물어보시지 않았
다.

3.12 1.42

7. 어머니는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기만의 시간이나 취미생활 등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하셨다. 

3.12 1.48

8. 어머니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깨워주기, 밥 챙겨주기 등) 이외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

3.08 1.55

9. 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어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하며 나에게 
화를 내셨다.

2.76 1.45

군집 2.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7문항) 3.73

1. 어머니는 딸과 아들을 대하는 태도(늦은 귀가, 집안일 등)가 다른 편이었다. 4.12 0.78

2.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3.96 0.98

3. 어머니는 형제자매 중 본인이 예뻐하는 자식을 대놓고 차별하셨다. 3.72 1.28

4. 다른 형제자매와 나를 은근슬쩍 비교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시곤 했다. 3.7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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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머니는 휴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드라이브, 운동 등)을 하기를 
원하셨다.

3.60 1.00

6.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땐, 어머니 대신 내(맏이)가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3.52 1.26

7. 주말 저녁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3.44 1.08

군집 3. 과잉간섭(14문항) 3.86

1.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하루일과를 너무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하셨다. 

4.24 1.05

2. 양육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기보다 무조건 본인이 살아오신 방식과 가치
관에 맞춰 나를 대하고 가르치셨다.

4.20 1.15

3.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직업(의사, 변호사, 교사 등) 내에서는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이외의 선택은 반대하셨다.

4.04 1.17

4. 나와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시고,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하시곤 했다. 4.00 1.19

5. 어머니는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시
도하려고 할 때 반대하곤 하셨다.

4.00 1.00

6. 본인의 생활방식에 내가 잘 따르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여
겨 혼을 내셨다.

4.00 1.26

7.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려고 하셨다. 3.92 1.19

8.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를 계속 
이야기하며, 본인이 원하는 진로로 바꾸도록 설득하셨다. 

3.84 1.03

9. 어머니 기준에서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들으려고 하
지 않으셨다.

3.76 1.30

10. 어머니가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내가 이야기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다. 3.76 1.16

11. 어머니가 하라고 한 일에 내가 반발하면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등)을 다 끊
어버리겠다고 협박하셨다.

3.68 1.28

12. 자식은 부모의 아바타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고 어머니는 말씀
하셨다.

3.64 1.44

13. 어머니 기준에서 내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당장 갈아입으라고 강요하셨다. 3.52 1.16

14. 어머니가 시키는 걸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네 멋대로 할 거면 혼자 나가서 살아
라!’하고 화를 내셨다.

3.48 1.45

군집 4. 성취지향/과잉기대(20문항) 3.87

1. 내가 공부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원(또는 과외, 학습지 등)을 
다니게 하셨다.

4.28 0.84

2.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기대하셨다. 4.24 .83

3.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4.20 0.96

4. 어머니는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꼭 성공해야 한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4.1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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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머니는 또래 친구들이 배우는 건 나도 해봐야 한다고 무조건 시켜주셨던 편이
다.

4.16 0.85

6. 입시 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모임에 빠짐없이 참
여하는 등 어머니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신 편이었다.

4.12 1.09

7.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인터넷, 게임 등) 하는 걸 싫어하셔서 잔소리를 심
하게 하셨다.

4.12 1.01

8. ‘너도 누구네 집 아들(딸)만큼만 좀 해봐라!’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종
종 비교하셨다. 

4.04 1.14

9. 시험을 보고 오면 어머니는 다른 친구들은 몇 개 틀렸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내 
성적과 비교하셨다.

3.96 1.24

10.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수록 더 기뻐하고 칭찬해주시다가,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이 일을 어쩌면 좋니?’하며 크게 불안해하셨다.

3.88 1.36

11.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무조건 중요한 역할(반장, 회장 등)을 맡기를 바라셨
다.

3.84 1.03

12. 내가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왜 100점을 못 맞았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
셨다.

3.76 1.23

13. 내가 한 번 좋은 성적을 받아온 이후, 어머니의 기대치가 높아져 당연히 그 이
상으로 잘 하기를 기대하셨다.

3.76 1.01

14.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니깐 이성교제는 대학가서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3.72 1.28

15.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못 이룬 꿈(직업)을 대신 이뤄달라고 말씀하셨다. 3.64 1.50

16.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별 거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이러니깐 네 성적이 그 
모양이지!’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하셨다.

3.60 1.38

17. 내가 공부 잘 하는 친구를 사귀면 좋아하셨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에 대
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3.60 1.15

18. 공부를 도와주실 때, 내가 생각한 만큼 못 따라오면 ‘넌 그것도 못 하냐?’ 화
를 내시곤 했다.

3.52 1.19

19.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네가 더 잘 되면(공부를 더 잘하면) 다 괜찮아질 거
야!’라고 말씀하셨다.

3.40 1.29

20.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예습, 복습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직접 옆에서 지도해주셨
다.

3.36 1.35

군집 5. 애정/수용적 양육태도(17문항) 3.82

1.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셨다. 4.32 0.85

2.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 어머니는 우선 내 생각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하셨
다.

4.12 1.13

3. 내가 공부를 하다 지쳐 보이면 맛있는 걸 사주시고 기운을 북돋아주셨다. 3.96 1.02

4. 가족 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다. 3.92 0.91

5.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학원, 진로상담 등)을 
찾아 연결시켜주셨다.

3.92 0.86

6. 어머니는 내 친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려고 하셨다. 3.8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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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머니는 훈육(체벌)을 하기 전에 내가 혼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
해주셨다. 

3.88 1.17

8. 내가 안 좋은 것(담배, 술, 비행 등)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야단치시기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말로 지도해주셨다.

3.88 0.97

9. 평소에는 친구 같은 어머니였지만 훈육을 할 때만큼은 엄하게 하셨다. 3.84 1.28

10. 내가 성적이 떨어져 속상해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되지’라고 위로해주
셨다.

3.80 1.08

11. 좋은 학원이 있으면 ‘한번 다녀볼래?’ 권유하시지만 내가 싫다고 하면 그 선택
을 존중해주셨다.

3.80 1.04

12.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버릇없이 행동할 때에는 
엄하게 야단치셨다.

3.76 0.93

13. 내가 친구관계에서 힘들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셨다.

3.72 0.84

14. 어머니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챙겨주시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
도록 내버려 두셨다. 

3.72 1.14

15. 내 생각이나 행동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엔 내 뜻대로 하도록 져
주시는 편이었다.

3.56 1.26

16. 어머니는 다양한 체험활동(자연체험, 과학실험 등)을 통해 재미있게 공부를 가
르쳐주시곤 했다.

3.52 1.26

17. 평소에 너무 친구 같은 어머니라서 훈육할 때에도 권위가 없으셨다. 3.28 1.34

군집 6. 헌신/과보호(11문항) 4.02

1. 어머니가 자라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셨다. 4.36 0.81

2.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아침기상/준비물 사기/숙제 등)까지 어머니는 일일이 
챙겨주려고 하셨다.

4.28 0.94

3. 내가 꿈(목표)을 정하고 나면 어머니는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해주려고 
하셨다.

4.28 0.89

4. 어머니는 늘 나에게 헌신적이며, 힘든 게 있어도 자식을 위해 모두 참고 지내셨
다.

4.24 1.16

5.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치 어머니 본인의 일처럼 감정이입을 하여 힘들어하
셨다.

4.08 1.08

6. 나를 더 잘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해하시고,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하
셨다.

4.00 1.08

7.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어떻게든 하게 해주려고 하
셨다.

3.92 0.95

8. 학교에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더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셨다.

3.88 0.97

9. 본인이 잘 하지 못했던 거(운동, 악기연주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내가 그
걸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3.84 1.03

10. 내 실수나 실패(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마치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곤 하셨다.

3.80 1.26

11. 어머니는 내가 잘못을 해도 혼을 내거나 꾸짖기보다는 오냐오냐 키우셨다. 3.5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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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방식에 대해 자녀가 어떻

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에 대

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차원 분석의 결과, 연구 참여자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경우, ‘본인위주-자녀위주’, 

‘기대 및 동일시-심리적/정서적 분리’, ‘개인주의 지향-집단주의 지향’을 의미하는 3개 차원이 확인

되었다. 이에 비해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우, ‘본인위주-자녀위주’, ‘높은 기대/적극적 관여-무관심/

본인 삶 중요시’, ‘헌신/과보호-요구 및 비교, 차별’의 3가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과정

에서 도출된 차원과 서구의 양육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Darling & Steinberg, 1993; Schaefer, 

1965)에서 주로 대표되는 부모의 ‘지원’과 ‘통제’, 두 축을 비교하여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살펴보았

다. 먼저, 아버지 양육태도의 경우, 애정이나 애착, 온정, 수용성 등으로 대표되는 ‘지원’과 감독, 처

벌, 심리적 통제, 애정 철회 등으로 대표되는 ‘통제’는 ‘본인위주-자녀위주’의 차원과 ‘기대 및 동일

시-심리적/정서적 분리’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인위주’ 차

원은 자녀를 기르고 대하는 기준이 부모 위주이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태도방식을 포함

하고 있고, 이는 서구의 ‘통제’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위주’의 차원은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기준을 자녀에게 두는 태도방식으로 서구의 ‘지원’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기대 및 동일시’의 차원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맞춰 일정 부분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양육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하는 태도방식이 포함되며, 이는 자녀를 하

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기보다 부모의 확장으로 간주하고 동일시하는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의 문

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심리적/정서적 분리’의 차원에서는 자녀와 동일체적 관

계를 형성하기보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양육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

만 그럼에도 처벌에는 강하게 관여하는 독특한 양육방식이 나타났다. 이를 한국의 전통가정에서 ‘엄

부(嚴父)’로 표현되는 아버지상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전통적 아버지는 본인의 내적인 감정을 잘 드

러내지 않고 자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모습으로, 자녀가 쉽게 대하기 어려운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김명운, 2012). 자녀와 일상적인 교류가 많은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자주 대

면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존재로, 자애로운 어머니 대신에 자녀의 잘못을 훈육하거나 질책하는 역할

을 주로 맡아왔으며, 어머니는 근엄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김정환, 이선이, 2014; 류정현, 2007). 예컨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대

체로 나에 대한 이야기(일상생활, 학업 등)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곤 하셨다’, ‘평소에는 나에게 관

심을 두지 않으시다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만 나서서 혼내시곤 했다’,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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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티를 낸다거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무관심한 척하였다’ 등의 진술문들이 전통적인 아버지

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경우, 기존의 서구에서 발표된 ‘지원’이나 

‘통제’의 두 가지 축만으로는 차원의 구조 및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개인주의 지향-집단주의 지향’ 차원의 경우, 이장주와 최상진(2003), 임정화와 정옥분(2004) 

등의 연구에서 한국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로 보고되었던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가정교육’, ‘예의

범절’, ‘타인배려’,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가르침’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식사예절(젓가락질/소리 내지 않기 등)을 강조

하며,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욕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등의 진술문에서 이러한 특성이 두드

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지향(집단의식 강조 및 훈육자로서의 역할수행)’ 차원

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가르침’, 즉 가족 간의 화합이나 집단의

식을 강조하고, 올바른 행동규범에 대해 훈육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가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차원구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 양육태도 차원에서 나타나는 ‘헌신/과보호-요구 및 비교, 차별’ 역시 한국사회의 집

단주의 및 관계지향적인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을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규정해나가는 존재로 정의내리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나 희생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

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거나 체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숙, 김국태, 박창균, 

2010; 최상진, 2000). 예컨대, 다른 집 자식만큼 성적을 잘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단순히 자녀의 행동에 대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손상된 것으

로 동일시하여 받아들이게 되며, 이러한 관계적 일체감은 자녀에 대한 과보호나 감정이입, 체면 유

지를 위한 비교나 간섭 등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시사된다(이정숙, 김국태, 박창균, 2010). 

다시 말해, ‘헌신/과보호-요구 및 비교, 차별’의 기반에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은기수(2006)와 이정숙 등(2010)의 연구에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해감에 따라 한국사

회 내에서도 서구적 가치와 합리적인 관념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가족 및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여전

히 전통적인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도출된 차원을 부와 모 간에 각각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

육태도 및 행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가?’에 관한 1차원과 ‘자녀의 삶의 영역(학업/진로 등)에 얼

마나 기대를 가지고(혹은 심리적 거리를 두고) 관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2차원은 부와 모 양쪽 모

두에게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와 모 간에 상이하게 나타난 차원은 ‘개인주의 지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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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의 지향’과 ‘헌신/과보호-요구 및 비교, 차별’으로, 아버지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어느 수준

까지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가에 관한 차원이라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자녀

에게 어떠한 요구와 태도를 지니는가에 관한 차원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아버지

는 가정 밖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 내에서는 자녀의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과 

행동규범에 대한 가르침, 즉 인성이 올바른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훈육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를 지녀

왔다(김명운, 2012; 조윤진, 임인혜, 2016). ‘개인주의 지향-집단주의 지향’ 차원은 자녀양육에 있어 

권위와 위엄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이며 일 방향적인 관계구조를 띄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 

태도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 차원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

적이며 관계중심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있으며, ‘헌신/과보호’와 같이 동일체적 유

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관계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버지 양육태도의 차원과는 서로 다른 특징

적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의 군집을 비교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 ‘과잉간섭’,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 ‘과

잉기대/과잉동일시’, ‘성취지향/공부위주’, ‘가족가치 중시/훈육’,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로 총 8개

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또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본인 삶 중요시’,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

정)’, ‘과잉간섭’, ‘성취지향/과잉기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 ‘헌신/과보호’로 총 6개의 군집이 확

인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군집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이며, 독

립된 군집은 아니지만 ‘과잉기대’, ‘과잉간섭’, ‘성취지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 자녀를 공부위주로 양육하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며, 본인이 

이루지 못한 바람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한국의 부모들이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동시에 통제적인 특성을 지니며(이원영, 1998; 임

연신, 현온강, 2002),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학업성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어린 시절

부터 학업에서의 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빛여울, 조경숙, 강진령, 2018; 

임연신, 현온강, 2002; 허철수, 2003)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우리나

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취 및 공부위주의 양육방식은 ‘정(情)’과 ‘한(恨)’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하여 해석이 가능한데(이원영, 1998; 이종각, 2003),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를 독립된 하

나의 개체로 보기보다 부모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동일체적 관계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류정현, 2007). 이에 자신의 성장기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부모는 자식이 그러한 시련

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혹은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심정이 

있으며(한성열, 2008), 이러한 동일체감이 한국의 입시경쟁이라는 사회적 풍토 및 높은 교육열과 맞

물려 곧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과잉간섭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은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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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2008). 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한풀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현대에는 이미 교육의 혜택을 경험하거나 혹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제공하고자 하여 이 같은 양육태도방식을 취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성열, 2008; 허태균, 남궁재은, 2008). 

한편,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군집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 ‘무관심/소극적 양육태도’, ‘가족가치 중시/훈육’

이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우 ‘본인 삶 중요시’,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 ‘헌신/과보

호’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

으로 헌신하며, 자녀의 삶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과잉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의 경우 가장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엄격함을 강조하고, 자녀가 명령에 불복종하

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가정 내의 사적영역에서

의 돌봄과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경우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

은 수행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는 무관심한 편이며(조윤진, 임인혜, 2016), 자녀양육의 책임 또한 어

머니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군집에서의 차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

부장적(家父長的) 문화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엄격한 아버지(嚴父)와 자애로운 어머니(慈母) 

간에 역할 차이 및 상호보완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평정한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군집별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아버지

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가치 중시/훈육’과 ‘무

관심/소극적 양육태도’, ‘처벌적/거부적 양육태도’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정되었다. 반면에 가장 낮게 

평정된 군집은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과잉동일시’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

니의 보조역할 또는 이차적인 양육자로 인식되어 도구적(instrumental) 역할만이 강조된 것과 달리 

현대에는 표현적(expressive) 기능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며(방희정, 2000; 손순복, 2016; 

Lamb, 2004), 시대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가정에서 기대되는 아버지상은 경제적 부양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영철, 양진희, 

2014; 조윤진, 임인혜, 2016).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버지 양육태도의 다양한 군집 유형은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1차원적인 생계부양자에서 벗어나 부모역할의 입체적인 측면을 수행할 

수 있는 양육 참여자로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군집별 중요

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가

정에서 자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의 부양자로서 생계를 위한 활동을 주로 전담하며, 

가족 내에서는 판단의 최종결정자로서 특히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엄부(嚴父)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을 나타낸다(방희정, 2000). 

한편 어머니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헌신/과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지향/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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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과 ‘과잉간섭’,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의 순으로 중요도가 평정되었다. 또 가장 낮게 평정된 군

집은 ‘본인 삶 중요시’와 ‘역할기대 및 요구(긍정/부정)’로 확인되었다. 군집별 진술문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 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며 공부위주로 양육한

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녀

의 생활 영역에 투입되어 관리자이자 협력자, 감시자, 적극적 지원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수행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어머니가 자라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더 많이 지원해주

려고 하셨다’, ‘입시준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

는 등 어머니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신 편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예습, 복습할 수 있도록 어머

니가 직접 옆에서 지도해주셨다’ 등의 진술문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는 동

일체적 관계로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특성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

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삶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자녀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2004), 관계적 맥락에서 자녀를 확대된 자신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의 행복이 곧 

어머니 자신의 행복이며, 자녀를 통한 대리성취감이 공통된 모성적 정서임을 보고한 방희정(2000)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동일체적 관계경향은 본 연구에서 헌신/과보호 외에 성취지향/

과잉기대, 과잉간섭 군집이 어머니 양육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특성으로 나타난 이유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보다 강조되는 어머니 역할의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명운, 2012; 임혜정, 전하람, 

2016).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양육태도’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자녀가 지각

한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방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

까지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존에 서양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수정하거나 혹은 문헌연구를 통해 문항을 수집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

었고, 실제 한국사회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향적인 접근법인 개념도 방법

(Concept Mapping)을 사용하여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양육이론이나 모형과는 구분되는 ‘동일

체적 관계’, ‘헌신’, ‘집단주의’, ‘인성교육/가르침’, ‘엄부자모(嚴父慈母)’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독특한 한국형 부모양육태도의 차원구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 양육태도와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진술문을 각각 도출하여 어떠한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실제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반면 기능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

내는 양육태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녀양육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녀를 믿고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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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모의 공통적인 역할이지만, 권위적이며 가족 간의 화합이나 집단의식, 

예(禮)의 실천을 강조하는 역할은 아버지 양육태도에서 강조되는 특성이며, 자녀의 생활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여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역할은 어머니 양육태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을 이해

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개념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아버지, 어

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차원과 군집은 이후 교육현장에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문항수집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연구는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토론을 중요시하는데, 연구절차 상 참여자들을 일시에 모아 

면담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최종 진술문을 추출하는 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도 분석 결과에서 같은 군집 내 있는 진술문들 중 의미가 다른 진술문도 함께 

묶이게 되는 한계점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개념도 연구 과정에서도 일반

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한점으로 알려져 있으나(Kane & Trochim,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자들에게 각자가 진술한 핵심문장들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진술문이 본인의 진술의도와 부

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29명을 대상으로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도

출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확보하였지만 일부 지역의 대상자만을 표집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비율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표집 특성이 문항수집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시사된

다. 연구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실제 소득수준이나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진 못하였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 학업과정에 있는 자녀의 경우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어(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현재 부

모와의 관계가 과거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지역의 다양성 및 참여자의 성비 균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광범위한 표본

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성인남녀로, 평균연령이 24.5세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연령대는 평균 50대 

초반에서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요구되는 이상적인 부모역할이나 행동규

범이 개인이 속한 시대나 문화, 사회적 가치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연령별 세대집단에서 

나타나는 부모양육태도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 연령대의 

한국 부모들이 지니는 양육태도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대가 낮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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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자녀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시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

에 따르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 및 양육태도방식에서 각기 다른 특징적 양상이 나타난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방희정, 2000; 이여봉, 이선이, 김현주, 2008; 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적 구조 및 군집, 중요도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국의 부모

양육태도와 서양의 방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탐색적으로 밝혀지긴 하였으나, 그러한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인하게 되었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에 서양과 구분되는 독특한 한국의 부모양육태도와 관련성을 보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집단주의 및 

‘우리’ 의식, 동일체감, 높은 교육열과 체면문화, 가족체계의 변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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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Mapping of 

Korean Parents' Rearing Attitudes*

1)2)3)

Kim, Nu-ree**

Lee, Jung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adult children perceive and understand the 

parenting attitude of Korean fathers and mothers using concept mapping method and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m. The brainstorming focus group was conducted for 29 adult 

men and women. After collecting various ideas about Korean parents' rearing attitudes, the final 

statements(father: 78, mother: 78) were extracted. 25 adult men and women among who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performed cards sorting and importance evaluation. As a result 

of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these results, in the case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3 dimensions(focusing on self vs focusing on children, expectation and 

identification vs psychological/emotional separation, toward individualism vs toward collectivism) 

were found and 8 clusters(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 punitive/rejective parenting attitude, 

excessive intervention, indifference/passive parenting attitude, excessive expectation/excessive 

identification, achievement oriented/focusing on study, family value/discipline, affective/receptive 

parenting attitude) were grouped. And in the case of mother's, 3 dimensions(focusing on self 

vs focusing on children, high expectation/active involvement vs indifference/importance to 

personal life, devotion/overprotection vs demand and comparison, discrimination) were found 

and 6 clusters(importance to personal life, role expectation and demand(positive/negative), 

excessive intervention, achievement oriented/excessive expectation, affective/receptive parenting 

attitude, devotion/overprotection) were grouped. Finally,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Parenting, Korean Parents' Rearing Attitudes, Concep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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