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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무엇이 잘 키우는 것이고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는지 부모는 늘 알고 싶어 하고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찾아본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는 이러한 일을 할 여유가 충분

하지 않으며 직장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마저 힘든 경우조차 많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부모나 맞벌이,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자녀 양육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하더라고 그러한 기회를 접하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은 다양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하도록 부모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하여 정책적으로 영유아기 자녀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부모교육 강화 정책

을 진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현황을 제시하

고, 요구조사를 통해 부모특성별로 필요로 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고안하고 있

으며, 특히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의 바탕이 될 교육과정 개발까지 포괄함으

로써 부모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와 같다고 하겠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3차년에 걸쳐 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해오고 있다. 첫 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과 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010년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을 연구하였

다. 3년차인 2011년에 부모특성에 맞춘 부모교육 강화방안이라는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국가의 정

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를 비

롯한 3개년 연구가 부모교육 관련 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120여명의 대학교수님, 면접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특히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대구시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성남시다문화정지원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거창여성농업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

정책연구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부모가 집에 있는 가정과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 도

시 가정과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부모 상황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

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기

본적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활발히 실행할 수 있는 부모특성

별 부모교육의 실행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 내용
□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을 도출함.

□ 특성이 다른 부모별로 부모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수렴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특성별로 구분된 부모의 집단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5개임.

□ 국외의 우수 영유아기 자녀 부모대상 부모교육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에서 영유

아를 둔 부모라면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부모교육의 내

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하여 부모교육의 기본적 틀을 제시함.

□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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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 문헌자료를 검토함.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함.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국 1,00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저소

득층 253명, 농어촌 199명, 한부모 150명, 맞벌이 250명, 다문화 부모 150

명을 조사함.

□ 기본 교육내용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델파이조사는 전

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등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차까지로 구성됨.

□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지 개발 및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 포커스

집단 면접을 실시함.

□ 일부 국외 우수 부모교육 제도 및 사례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면접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함.

□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4.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는 필수서비스에 포함된 아동발달영역별 산전산

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체 영역에서 부모교육 서비

스는 실인원 기준 총 30,083명(연인원 95,737명)에게 제공되었으며, 연간 총

서비스 일수는 5,388일이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부모교육은 방문지도사의 방문교육과 센터 집체교육의 두 가지가 있음.

□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

하면 국가 주도 센터는 찾아보기 힘드나,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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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재단에 운

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 외 민간

단체로 대표적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운영하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를 들 수 있으며 한부모 대상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부모교육이 주 사업은 아니지만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기능강화교육(일명 가족교육

사업)을 보면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포함되고 이 중 중요한 프로그램이 부모교육임. 영유아부모도 교육 대상이

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음.

□ 2011년 7월 현재 전국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총 60개의 보육정

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정보 제공과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은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로 다양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학부모 연수 대상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사

립 유치원 학부모라고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학부모 프로그램도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이트에 자

녀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강의 양식이나 읽을 수 있도록 탑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일부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나 ‘좋은

학부모교실’을 일선 학교에서 개설하여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5.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부모교육 참여 실태

□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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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중 아버지의 경우는

57.6%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적었음.

○ 자녀의 발달 및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92.8%가 있다고 응답함.

□ 현재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임신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26.4%가 있다고 함.

□ 부모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저소득 부모는 특히 1회짜리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으로 운

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음.

□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부모 특성에 상관없

이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부모의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상대적으로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고 한부모와 저소득 부모는 바람직

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경험이, 다문

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교육이, 농어촌 부모

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부모교

육 경험이 많았음.

□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인 경우가 86.2%로 주말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고 평일 중에서는 오전 시간이 전체 중에서 51.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평일 오후가 26.2%로 많았음.

□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

이집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7%, 사

회단체 및 사설기관이 11.5%로 많았음.

□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만족도는 다

른 가정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음.

□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62%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양육 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경험은 가구 특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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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벌이 가정에서 71.2%로 가장 높았음.

□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전

체적으로 ‘시간 부족이 31.0%로 가장 많으며 ’자녀들의 방해‘가 17.2%, ’강

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이 12.1%로 나타났음.

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에

그쳤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음.

□ 향후 부모교육 기회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94.4%가 참여하

겠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다문화 가정에서

29.3%, 농어촌 가정 22.1%로 조사되어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높은 참여 의

향을 나타내었음.

□ 향후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1순위 내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

성 발달에 대한 지식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15.5%,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10.5%로 조사되었음.

□ 부모교육의 기간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는 단

기교육으로서 1∼5회 이내로 이루어지는 방식(54.1%)이 압도적이었음.

□ 부모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평일 오전(30.4%)이며

다음으로 주말 오전(20.7%), 주말 오후(20.6%)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평

일 오후, 평일 저녁 순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46.9%의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음.

□ 부모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로 꼽은 곳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30.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었을 때 90%의 부모가 그러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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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82.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

고 응답함.

6.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의 개발
□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

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음.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

○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함.

○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을 보다 체

계화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기

관으로 하여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계획 수립 시 의지하고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일반적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어촌,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 내용 및 지도의 주안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부모특

성을 가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교육 계획 시 방

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 개발 과정

○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학계의 현직 대학 교수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차 조사의 참여자 수는 123명임.

○ 제1차 델파이조사는 총 5개의 개방형 응답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⑴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의, ⑵ 부모교육 교육과정

의 영역 구성, ⑶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내용, ⑷ 5개 부모특

성 집단별 중점 부모교육 내용, ⑸ 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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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델파이는 5점 리커드식 척도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 내용에 대해 동

의하는 정도를 표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항목까지 나열함.

○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에서 상위로 선별된 70%의 선택지 수를 가지

고 다시 3개 각 문항(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부모집단별

중점 교육내용)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실시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됨. 영

역의 선택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높고 표준편차가 적었던

항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델파이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

부하량이 큰 항목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음.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영

역은 ⑴ 부모역할, ⑵ 영유아발달, ⑶ 가족의 이해, ⑷ 자녀양육 및 지

도로 구성함.

○ 최종적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인 기본과정

과 부모특성별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선택과정 2가지로 구성됨.

7.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활용 전략
□ 본 연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을 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기본 틀

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이고 부모교육 경험

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자 하는 목적에 있음.

□ 먼저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안내문,

관련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부모교육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기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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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함

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안내함.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유익한 선택임을 기관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

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교육자의 자격은 관련 대학의 교수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근무자 등이 됨.

□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한 온라인 부모교육을 과목(영역/내용)별로 개설

하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 교육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진행

하기 위해 업무 책임을 질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담당자가 있어야 함.

○ 연간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까지 과정을

총괄할 인력이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함. 이는 평

생교육, 가족복지의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음.

□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되

는 결과, 장점들을 매체 광고나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인터넷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나 한번

쯤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다니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

는 이러한 기관임.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전

문가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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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 직장 교육

○ 맞벌이 부모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나 공기관 등 직장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직원 복

지 수준과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부모교육 핫라인 전화 개설(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대상)

○ 영유아 부모는 개별화된 문의와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특성 집단별로 볼 때 도시 저소득층부모, 다문화부모, 한부모 가정 등

에서 전화를 통한 지식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집체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전화로 자

녀양육에 대해 상담하거나 교육적 문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특

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통역서비스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고 번역된

도서지급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 포커스 집단 면담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부모교육 방식으로

누구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임이 드러났음. 특히 한부

모 가정 등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는 방

송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큰 교육 방식일 수 있음.

○ 한편, 스마트 폰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용 부모교육 어플리케

이션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흥미로운 부모교육의 확대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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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부모교육의 강화와 내실화에 대한 정책 연

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2009년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2010년에는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태와 함께 제시하는 연구 작

업이 이루어졌다(김은설 외, 2009; 2010). 육아정책의 일부로서 부모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

원해야 함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모들이 점차 크

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의 부모들이 접한 양육 환경과 가족 구성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모는 과거와 달리 부모-자녀 중심 가족 형태에 적응해야 하고,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여 교육하고 만능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커진

만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서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

교육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정-부모의 교육적

역할 기능 약화, 가치문화 전달자로서의 부모의 가치체계 혼란, 부모들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전 인생을 지

배할 자아형성과 인격발달에 지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Berk, 2005; Collins et

al., 2000), 영유아기 부모에 대한 교육은 국가미래인적 자원의 바람직한 개발이

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역할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나 교사, 기술자 등의 전문직업

은 장기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자격심사를 필요로 한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하는 직업조차 그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기술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습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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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한다. 부모라는 역할은 그러한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가?

많은 학자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 양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김희진, 2008;

Galinsky, 1994).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구를 보면(김은

설 외, 2009; 2010), 현실적으로 부모가 된 이후나 되기 이전에도 부모로서의 가

치관, 자녀양육 지식 등 관련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

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교육이 부모가 처한 상황이나 아동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

태와 주제로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유용하게

느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접근이 어렵거나 관심을 두

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부나 모가 집에 있는 가정과 둘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유있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속

하는 가정,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외

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 도시 가정과 농어촌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부모 상황

이 존재하고 이들이 가진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특성을 살펴 부모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무엇보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요구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

육의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기본적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활발히 실행할 수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실행 및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문

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서론  3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 지역별로 부모교육

실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차이를 살펴보고, 참여자 및 운영자 면담 등을

통해 부모교육 실시 실태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다른 특성을 가진 부모별로 부모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수렴

하고자 한다. 이 때 부모의 특성은 맞벌이, 외벌이 등 부모 근로형태가 있을 수

있고, 소득계층, 결혼 상태, 다문화 여부 등의 변인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성별로 구분된 부모의 집단은 맞벌이 부모, 저소득층 부모, 중상층

부모, 한부모, 다문화 부모 5개이다. 이들 각 집단이 부모교육을 경험한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 요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국외의 우수 영유아기 자녀 부모대상 부모교육 제도를 조사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등을 몇몇 국가의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제도

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특징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위한 시사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넷째,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

인 부모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찰하여 부모교육의 기본적 틀이 될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교육 기본교육과정은 영아 및 유아 부모로 구

분하여 제시될 것이고,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부모집단에 해당되는 별도

의 내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포함하고자 한다.

다섯째,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실시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전략 등을 연구결과 분석에 기초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 문헌자료 검토
기존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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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영유아 부모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해 자료를 수집․

검토하며, 특히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로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 부모 대상 설문 조사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파악 및 요구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1) 표집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5개 부모특성 집단을 고려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등 무선표집으로 표집

되기 어려운 집단은 드림스타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집단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농어촌과 맞벌이의 경우

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가구 방문을 함으로

써 무작위 표집을 진행하였다. 표집된 각 집단은 개념상 상호 중복이 있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저소득층 부모는 도시저소득층으로 규정하고 한부모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

아닌, 양부모 한국출신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맞벌이인 경우

는 통제하지 못하였으나 가구소득을 월 200만원이하로 규정하여 집단 성격을

제한하였다.

농어촌 부모는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로, 다문

화가정은 농어촌 부모에서 제외하여 양부모 한국출신 부모만을 포함하였고 맞

벌이 가정 또한 제외하였다.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또한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니며, 도시

저소득층 표집과 중복되지 않는다. 표집이 매우 힘든 대상이었으므로, ‘서울시한

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참여자 수를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는 서울, 경기 지방 거주자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는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율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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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002 100.0

가정 특성별

맞벌이가정 250 25.0

한부모가정 150 15.0

다문화가정 150 15.0

농어촌가정 199 19.9

(도시)저소득층가정 253 25.2

도시 규모별

대 도 시 682 68.1

중소 도시 46 4.6

읍 면 274 27.3

거주지별

서 울 289 28.8

부 산 91 9.1

대 구 68 6.8

인 천 91 9.1

광 주 52 5.2

대 전 53 5.3

울 산 38 3.8

경 기 52 5.2

강 원 30 3.0

충 북 42 4.2

충 남 33 3.3

전 북 25 2.5

전 남 50 5.0

경 북 49 4.9

경 남 39 3.9

다문화가정 부모 또한 표집이 매우 어려운 대상이었으므로, 일부 지역(김천,

밀양, 성남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전국 균등 표집이라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편중된 표집이

라는 한계가 있다. 조사시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어려

운 경우는 제외하거나 배우자 면접을 실시하였고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집단별 조사 참여자는 다음의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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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내용

부모 특성

- 지역, 성별, 학력

- 사회경제수준(직업, 소득, 계층인식)

- 맞벌이 여부

- 한부모가정 여부

- 자녀 연령,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부모교육 참여 실태

-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 부모교육 참여 경험(시기, 횟수, 동기)

- 현재 수강 중인 부모교육

(주관 기관, 내용, 만족도, 기간 등)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

- 가장 유용했던 프로그램

- 참여하지 못한 경우의 이유

- 온라인 교육 이용 경험 및 평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향후 참여 의지

- 교육 내용에 대한 선호 의견

- 부모교육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자녀 발달 시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 부모교육 실시 방법 상의 요구

(교육방법, 장소, 내용 등)

- 온라인 부모교육 활용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강화 방안

- 강화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

- 국가의 지원 정책 수립 필요성

- 부모교육 활성화 제언

2) 조사 방법
모든 대상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원칙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설문지를 완성하고 수거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설문지를 남겨두고 부 또는 모가 완성하게 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재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였다.

3) 설문내용 
설문은 다음 <표 Ⅰ-3-2>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Ⅰ-3-2〉부모대상 설문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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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문가(유아교육, 아동, 보육과 등 관련학과 대학 교수 500명

조사내용
1차 (자유응답식)

- 참여자 121명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

- 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을 위한 제언

2차(리커드식 5점척도)

- 참여자 76명

- 1차 조사결과 중 다빈도항목 선정, 동의정도 파악

-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내용 선정

3차(리커드식 5점척도)

- 참여자 56 명
- 2차 조사결과의편차 감소를 통한 의견 수렴 목적

조사방식 주 방식: 이메일 보조 방식: 팩스, 우편 등

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전국의 2,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아동학

과 등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방형

자유응답식 질문으로 구성되는 1차부터 시작하여 객관식 5점 척도 문항으로 이

루어진 3차까지 세 차례로 구성되었다.

각 회차가 거듭됨에 따라 조사 참여율은 줄었으나, 조사로서 의미있는 정도

의 수는 확보할 수 있었다. 1차에서는 121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2차에서는 76명

이 응답하였다. 마지막 3차 델파이에는 56명이 참여하였다.

회차별 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Ⅰ-3-3〉에 제시된 바와 같으

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조사 절차는 본 보고서의 Ⅵ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

다.

〈표 Ⅰ-3-3〉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개요

라. 포커스 집단 면접
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지 개발 및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 포커스집

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집단은 부모특성별로 구분하여 동질 집단 5~7명

을 모집하고, 면접에서는 부모교육에의 참여 경험과 의견, 요구 등 자료를 수집

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바, 도시 저소득층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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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구시 달서구 드림스타트 센터, 다문화 부모 집단은 경기도 성남시 다문

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한부모 집단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농어촌

부모는 경상남도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의 협조 하에 포커스 집단이 구성 될

수 있었다. 다만 맞벌이 부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사무실 집

중 건물에 참여자 모집 공고를 붙이고 신청자를 받아 적정 수를 확보할 수 있

었다. 구체적인 면접 현황은 다음의 <표 Ⅰ-3-4>와 같다.

〈표 Ⅰ-3-4〉포커스 집단 면접 개요
차수 대상 시기 내용 비고(지원기관)

1차
저소득층 가정

(모 7명)
2011. 6

- 참여 부모교육 및 감상

- 부모교육 참여 방식

- 온라인 부모교육 가능성

-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 요구, 참여의 어려움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2차
다문화 가정

(모 7명)
2011. 7

경기도 성남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3차
맞벌이 가정

(부2명, 모3명)
2011. 9

서울특별시

A사업체내참여자모집

4차
한부모 가정

(모 5명)
2011. 8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5차
농어촌 부모

(부2명, 모4명)
2011. 8

경상남도 거창군

여성농업인센터

마. 해외 사례 방문 및 해외 전문가 활용
일부 국외 우수 부모교육 제도 및 사례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면접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싱가포르의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를 방문하여 부모교육 담

당자를 면담하였고, 미국의 부모교육 제도 현황 및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미국 거주 부모교육 전문가(Dr. S. Walker, professor in University

of Minnesota)를 공동연구진으로 포함하여 미국 사례를 집필하도록 하였다.

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연구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제안된 부모교육 기본교육

과정과 부모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연구 초기와 연구 종

반부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육아정책연구

소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연구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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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제한점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9년 육아지원

기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주도하는 부모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2010년에는 부모가 되기 전 청소년 및 청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각각은 연구보고서로

출간되어 몇몇 매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3년차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앞선 두 연구와 범위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현황을 조사하거나 예비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는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과

대학 등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제외한, 부모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

는 정부지원기관, 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 현황에만 관심을 두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지도방법이나 구체적인 해설서,

수업시수,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가르칠 내용에 대한 핵심 요소의 제안만을

뜻한다. 또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여 모든 부모가 모든 과정을 다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부모교육을 주도하는 센터, 기관 등에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아이디어를 주고 특히 부모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주의를 기울일 만한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부모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자 하

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표는 부모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성격상 정책

연구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의 성취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본 보고

서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인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

집단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

다. 둘째, 부모집단의 요구와는 별개로(혹은 참조하고), 현대 한국사회의 영유아

부모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 지식, 태도, 가치관 형

성의 기초가 될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부모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본 연구가 산출할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의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의 특성

에 부합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세부 연구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

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이 어떠

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부모교육과정이 어떠한 구조와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특징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이라 할 때, Morrison(1976)은 다음과 같이 부모교육을 정의하였다.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부모 스스로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자녀에게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부모의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이순형 외, 2011, p.10, 재인용). 
이러한 부모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사회가

다원화되고 가정의 형태가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변형되어 가고 있음

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와 부모, 둘의 상호관계가 이전보다 더 긴밀해진 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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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정

의 특성, 또는 그것을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

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차이 나게 한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

명이 취업을 한 가정과 두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한 맞벌이 가정이 가진 부모의

역할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근심과 요구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모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부모교육 설계자는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부모의 특성을 맞벌

이 부모, 한부모, 다문화부모, 저소득층 부모 등으로 구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기존 문헌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맞벌이 가족의 부모교육
이순형 등(2011)에 의하면, 맞벌이 가족의 상호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특성이 있다. 첫째, 맞벌이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매일 분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맞벌이 가족의 자녀는 신생아 때부터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부모와

의 분리와 만남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면서 차츰 시간대별 리듬을 익히게 되고,

아침에는 불쾌한 이별, 저녁에는 반가운 만남이라는 일상에 익숙하게 된다. 둘

째, 맞벌이 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접촉시간이 늘 부족하다. 취업으로 인해 시간

이 부족한 부모는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 잠시 영유아 자녀를 보고 상호 작

용을 해야하므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밀착되고 집중된 상효작용이 필요하

다. 셋째, 맞벌이 가족의 부모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곤하다. 즉 취업과

가사로 인한 이중노동은 신체적으로 부모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

로 평안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의 부모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

되어야 한다(이순형 외, 2011). 첫째, 맞벌이 부모는 영유아 자녀의 격리불안을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부모의 근접성을 느

끼고 사랑을 확신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맞벌이 부모는

영유아 자녀에게 특히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자극을 주도록 해야 한다. 낮 동안

시설에 맡겨지거나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일대일 상호작용이 어렵

거나 양육자 특성에 따라 자극의 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섬세한 관심

과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맞벌이 부모는 배우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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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을 이해하고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직장과 가정일

에 매인 부모의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힘들더라도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참

을성 있게 반응하는 대응하도록 상호 노력함이 필요하다.

나. 저소득 가족의 부모교육
저소득 가족 부모의 경우는 부모교육 내용에 애해 특별히 특징을 잡아 논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서 소득이 높은 가정과 비교했을

때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태도가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한 저소득층은 가족의 특성에서 맞벌이일 가능성이 크고, 다문화가정이나 한부

모 가족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가족의 부모교육

에서 주의점들이 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모교육의

내용에 덧붙여 저소득이면서 가족이 가진 다른 특징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이면서 맞벌이 부모일 때에는 앞서

논의한 맞벌이 부모에 필요한 부모교육의 특징에 덧붙여 영유아기 자녀가 제대

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부족하기 쉬운 지적 자극을 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맞벌이가구는

특히 유아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지적 자극을 주는 데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하여 개발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김희진(2005)은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의 의뢰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한 측면

인 부모지원 서비스 진행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에는 부모지원 프

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시 고려할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개발 시 고

려할 점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가족, 부모, 유아의 욕구 간 균형

유지, 둘째, 부모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과 부모에게 바람직한 가치, 태도,

행동양식 등을 제공하는 것, 셋째, 부모와 프로그램 진행자 간의 관계에서 독립

성과 의존성 간의 균형 유지이다. 또한 실제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

한 소책자를 개발한 바, 소책자의 주제는 총 20개로 다음의 <표 Ⅱ-1-1>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영유아의 언어 및 수 지도, 놀이하기, 대화하기, 자녀

훈육 방법, 문제 행동, 성교육 등과 함께 손자녀 돌보기,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

육 등 다양한 경우의 부모교육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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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 역할 하위 역할 활동명

기본적 욕구 충족의 역할

의복 제공 적절한 의복

음식 제공 적절한 음식

주거 제공 안전한 주거 환경

건강 유지
건강습관과 예방접종

청결습관

번호 주제 번호 주제

1 프로그램 소개 11 문제 행동에 따른 원인과 지도 방법

2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일과 12 자녀의 또래 관계와 부모의 역할

3 자녀의 언어 교육(1주용) 13 유아기 성교육

4
자녀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도와주세요(4주용)
14 그림책과 부모의 역할

5 수 과학 활동과 부모의 역할 15 손자녀 돌보기

6 유아의 놀이와 부모의 역할 16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7 자녀와 대화하기 17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8 형제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 18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의 예절

9 올바른 자녀 훈육 방법 19 알아두면 유용한 이웃과의 교제법

10 자녀의 문제 행동과 부모의 역할 20 프로그램을 마치며

〈표 Ⅱ-1-1〉부모지원 프로그램 소책자 목록

자료: 김희진(2005). 삼성영유아 프로그램Ⅱ: 포괄적 보육 서비스 - 부모지원 프로그램.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 서울: 다음세대. p. 263.

장명림 등(2010)은 0~5세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정과 탈북가정을 대상으로 가

정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자녀 연령별(만2세 미만,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로 20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1차시는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각 활동에 대하여 부모용 활동지

와 가정방문자용 활동지를 분리해서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모

의 양육 역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및 우울감을 해소할 기회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14개의 부모 양육 역할 지표와 그에 따른 하위 역할을 선정

하고 중요성에 따라 해당 역할에 대한 활동의 수를 정하였다. 부모 양육 역할

지표에 따른 활동명은 다음의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저소득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양육 역할 지표 및 활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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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양육 역할 하위 역할 활동명

발달 지원 및 교육의 역할

신체적 지원 적절한 운동

인지적 지원
수학적 기초개념

과학적 기초개념

언어적 지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적 지원 타인과의 관계

정서적 지원 감정표현과 조절

사회적 규범/가치형성 지원
예절지도

바람직한 훈육

놀이 지원
적절한 놀이

적절한 놀잇감

학습 지원 바람직한 학습 환경

사회 연계의 역할

지역사회 기관 정보

자연과 문화 경험

부모의 정신건강

(표 Ⅱ-1-2 계속)

출처: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외(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KICCE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별용). 육아정책연구소. p. 6.

다. 한부모 가족 대상 부모교육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히 응집력이 클 것이

다. 더불어 양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달리 한부모가 자녀를 양

육할 때에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한다(이순형 외, 2011). 대체로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홀로 취업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하므로 신체적 심리

적으로 경험하는 피로가 크다.

한부모인 여성은 주로 취업이 쉬운 노동이나 서비스직에 머무는 경향이 커

경제적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저소득층에 머무르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긴장, 불안은 자녀에게 또한 편안한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힘들게

되므로, 부모 교육에서는 한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부적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순형 등(2011)은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내용으로서 첫째, 부부 사이 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이혼한 남편과 자녀의 정기적인 만남이 가져올 부모 역할에 대한 긍

정적 결과를 고려할 것, 셋째,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 넷째, 자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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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주제 목표 주요 교육내용

1

가사

가사의

달인되기

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습득

하여 자신감 고취

- 살림살이의 지혜

- 시테크

- 구매의 기본 이해

2
가사부담

벗어나기

가사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능력 함양

- 비공식적, 공식적 지원체계

-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

소 방안

3

자녀

양육

우리아이

알아가기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에 따른 부모역할 습득

- 부모됨의 유형

-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변

화 이해

4
좋은 아버지

기틀세우기

자녀에 대한 감정표현 방법

습득

- 자녀에 대한 사람의 마음

전하기

- 자녀에 대한 관심갖기

5 재혼
재혼

바로보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재

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 재혼의 장,단점

- 자녀와 함께 하는 재혼

리적 갈등과 고민에 대한 이해 등을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1)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
송현애(2007)는 부자가정의 잠재력과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 소집단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가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가사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자녀를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자녀와 함께하는 재혼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재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한다이다(송현애, 2007, p. 7). 본 프로그램은 총 5회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회 90분씩 실시하며 10명 내외의 소규모집단을 대상으

로 하도록 개발되었다. 집단 구성 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모가족이 된 사유, 가족생활주기, 한부모가 된 기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회기별 목표와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 <표

Ⅱ-1-3>과 같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는 크게 가사, 자녀양육, 재혼 등으로 구

성되어 있고 아버지만 있는 부자 한부모 가정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표 Ⅱ-1-3〉한부모가족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출처: 송현애(2007). 한부모가정의 부(父)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생활과학회

지, 16(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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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위기 부모대상 교육 
유희정(2005)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개의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의 주제, 내용,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이 중 56%는 법원과 연계하

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민간이나 비영리 사회 기관에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과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전자는 대

규모 강의실에서 주로 강연과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두 번의 수업으로 이

루어지는 인지교육의 형태였고, 후자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여러 번의 회기 동안 질의응답, 집단토론, 역할극 등을 통해서 구체적

인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관련된 자녀양육 기술과 갈등

관리 기술 및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들

과 법적인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

키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

키는 것, 둘째, 부모의 변화를 통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력의 감소와 긍정적인

영향력의 증가를 실제로 지각하고 사회 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는 것, 셋째,

전배우자간의 갈등이 감소되고, 협력적 부모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자녀를 둘러

싼 법정 소송과 재소송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법적,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다(유희정, 2005, p. 89).

이혼율이 높아진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하

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다문화가족 대상 부모교육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

수이다.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 의존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생각해

보면, 외국 출신 어머니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이 원활하고 안정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모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며, 특히 이러한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해 부모교육의 기회가 많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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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특히 가족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어머니로부터 부족한 언어적 자극을 아버지나

어린이집 교사, 또래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한국어능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은 한국어교육과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양육 지식, 발달 지식, 양육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

성이 높아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민성혜 등(2011)은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후 그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개발

의도는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는 것으로 총 8회기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가족 부모 자신

및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교육방법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민성혜 김

경은 김리진, 2011, p. 39). 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

상과 그림을 활용한 구조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문화적 이

질감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 속담과 손쉽게 하는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강의 보

다는 부모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특징

은 다음과 같다(민성혜 외, 2011, p. 41).

◦ 다문화가족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여주는 부모교육

◦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한 모의수업 중심

◦ 효율적인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

◦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법 적용

◦ 현장 적용이 용이한 지도안 형태 제시

◦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교육

위와 같은 특징은 비단 다문화가정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을 강조하거나 경험하게

하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내용들은 개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유의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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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촌 부모 대상 부모교육
지금까지 시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대도시 중산층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서 농촌 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부진한 상태이

다. 농촌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인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나 부모 상담을 더욱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최윤정 유가효, 2001). 농촌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이

숙희(2002)의 연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농촌 부모들은 장소나 시간, 비용 등의

제약으로 최소한의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의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실에서 실제적인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시급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윤정과 유가효(2001)는 농촌지역사

회에 적합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촌지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와 지속성,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봄으로써 농촌 부모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부모교육 참여 후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부모 면담 내용

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 태도의 변화와 자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의 부수적인 효과로는 부부 관계를 비롯한 여러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자기 성장이 있었다. 부모교육 재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농촌사회에 부모교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저렴한

비용’, ‘농한기를 이용해 알맞은 시간 편성’,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장소’, ‘좋

은 지역 강사의 확보 또는 홍보를 위해 지명도 있는 명강사 초빙’, ‘사례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알기 쉽고 실천이 용이한 프로그램의

개발’, ‘무엇보다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개혁’ 문제들이 선결되기를 요

구하였다.

이숙희(2002)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기술,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심리의 이해,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일어나는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및 예방 등을 펼쳐 나가기 위하

여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체제의 모

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모형은 농촌 지역 유아교육 모형, 농촌 유아상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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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부모교육 모형이며 특징적인 점은 모형에 유아교육자문기관을 구성하였다

는 점이다. 농촌 지역 부모교육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Ⅱ-1-1〕농촌지역 부모교육 모형

주: 이숙희(2002). 농촌지역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지원모형 개발 연구

유아교육자문기관은 부모나 육아지원기관에 부모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이 부모교육을 맡

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농촌에 유아교육에 대

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농촌 부모들은 도시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센터가 부족하며,

이들 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부모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촌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무

엇보다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부모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의 각종 지원이 수

반되어야 한다(최윤정, 유가효, 2001).

2. 부모교육 교육과정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부모교육 교육과정(Curriculum for Parent Education)이라는 말은 국내에서보

다 외국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국내 부모교육 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란 말보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김영옥, 박성연, 2011; 전정

희, 2008, 이승희, 2009)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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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외국 선행 연구

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과 ‘부모교육 교육

과정(parenting curricula, parenting curriculum)’을 혼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국내·외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지만, 부모

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 개발 준거, 전달 방법, 평가에 대한

논의가 예비부모, 영유아 부모교육에서부터 청소년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선호도, 흥미, 필요에 따라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도 눈여겨 볼 만한다.

2009년에 개최한 ‘부모 교육과 부모 되기’ 국제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ent education and parenting)에서는 미래의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였다(Jacobson와 Seward, 2011). 내용으로는 아버지 참여,

변화하는 가족 구성, 가정 정책, 부모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정의내리기, 문

화적 맥락 안에서의 부모, 이주와 다문화가족, 유아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역할,

청소년기 발달,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부모의 역량, 부모 역량 성장을 위

한 여러 도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 측면에서 부모나 자녀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

(Heath, 1998)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참여(김정희, 1999; Meyers,

1993)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통 교육과정의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교육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부터 교육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요구

조사에서부터 내용 선정, 교육 방법, 평가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부모

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에 담긴 내용만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영유아 부모대상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미국 미네소타 유아 부

모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및 관리자들이 만든 부모교육 중핵 교육과정 틀과 지

표(Parent Education Core Curriculum Framework and indicators)를 들 수 있

다. 이 교육과정은 처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에서 반드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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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육과정 변혁 교육과정

교육 대상 학습자 전인이면서도 학습자 전인

교육 방법 교육자의 통제
교육자의 통제와 학습자
의 주도

학습자의 주도

교육 내용 공적인 지식
개인적인 지식(지식의
탐색과 증명 과정에서
사용됨)과 공적인 지식

개인적인 지식(공적인 지
식을 걸러내는 체의 역할
을 함)과 공적인 지식

지식의
성격

내용으로서의 지식 과정으로서의 지식 과정으로서의 지식

르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내용 지표 만드는 틀을 제공한다. 교육과

정은 영역, 요소, 범주, 지표의 네 수준으로 개발되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영역

수준에서는 5개의 영역, 1) 부모 성장, 2) 부모와 자녀의 관계, 3) 영유아 발달,

4) 가족 성장, 5) 문화와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에 14개의 요소와 64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부모교육 교육과정 패러다임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여러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교육과정

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모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부

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나 실제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여전히 명확하

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Miller와

Seller가 구분한 세 가지 관점과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러 교육과정 이론 및 실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 교

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Thomas와 Footrakoon

(1998)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크게 세 가

지로 나눈 Miller 와 Seller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Miller와 Seller는 교육과정을

전수(transmission), 교류(transaction),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세 가지 관점

으로 제시하였다. 세 가지 관점은 여러 영역에 대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표 Ⅱ-2-1>와 같다.

〈표 Ⅱ-2-1〉전수, 교류, 변혁 교육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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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육과정 변혁 교육과정

동기 부여 외부적 동기 부여 내부적 동기 부여 내부적 동기 부여

학습의
관점

학습은 분열적임
학습은 분열적이지도 않
으며 통합적이지도 않음

학습은 통합적임

학습자에
대한 관점

각 학습자는 공통
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각 학습자는 서로 다르
며, 공통된 특징을 가지
고 있음

각 학습자는 서로 다르
며, 공통된 특징을 가지
고 있음

학습과정
에 대한
관점

학습은 개인적임
학습은 사회적이면서 개
인적임

학습은 사회적이면서 개
인적임

(표 Ⅱ-2-1 계속)

첫째, 전수 교육과정은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관점으로 교육과정의 목적은

지식, 태도,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교육자는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 태

도, 기술 등이 모자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수 교육과정은 필요

한 영역의 기술이나 지식의 영역을 진단하고,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강의

하고, 보여주고, 혹은 제공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교육과정은 작은 단위나

토픽 중심으로 조직되며, 계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습자가 다음 단

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를 이수해야한다는 관점을 지니기도 한다. 교육과정

의 평가는 학습자가 미리 정해놓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에

따라 이루어진다(Thomas & Footrakoon, 1998).

둘째, 교류 교육과정은 존 듀이의 교육적 철학과 발달 이론에 바탕을 둔 교

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

시키는 데 있으며, 지식은 각 학습자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각 학습자의 경험이나 이해도, 요구, 동기들은 학습자가 배우는 내용

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은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 학습자와 교육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Thomas & Footrakoon,

199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수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교육 방법이 기계적이었던 것에 반해 교류 교육과정은 학습의 과정이나

학습자와 교육자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의 사회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변혁 교육과정은 포스트모더니즘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관점, 사회 재건

주의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는 개인의 직관이나 통찰의

계발, 지역사회의 활성화, 불의에 대한 저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변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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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나 구조, 규범들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몇몇의 개인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이 규칙이나 구조, 규

범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 내에서는 공적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적인 지식이라는 체를 통해서 걸러지는 작업을 통하며, 학습자의 주도권이 강

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혁 교육과정은 앞서 논의한 전수 교육과정, 교류 교

육과정에 비해서 개인의 역량이나 주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

지만,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은 두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omas와 Footrakoon이 Miller와 Seller가 사용한 세 가지 관점으로 교육과정

을 구분한 데 반하여, 채정현(2006)은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위해서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고찰하였다. 가존의 교육과정 패러다임이 특정 이

론이나 명제를 제시한 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나 연습으로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에 착안하여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밝

혔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먼저 문제를 제시하거나 정의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 패러다임에
서는 경험의 단계가 생략되고 ‘일반화/객관화’의 단계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되기
에 학습자 자신의 개인적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보다도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사에게 의미있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p. 33).
채정현(2006)은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Gadamar의 ‘실천’의 개념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을 출발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아성찰과 토의를 통해 갖게 된 지식은 객관화/일반화되어 실제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이 과

정으로서의 지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류 및 변혁 교육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변혁 교육과정과 유사하기

도 하다.

2)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앞서 Miller와 Seller의 교육과정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채정현이 제시한 실

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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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에 바탕이 되어, 본 연구인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틀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

Thomas와 Footrakoon(1998)은 다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전수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P.E.T나 S.T.E.P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

램은 특정한 양육 기술, 자신 혹은 자녀,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상호

작용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 지식, 태도들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된다. 전수 교육과정을 설명한 부분에서

보았듯이, 학습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 지식, 태도의 습득을 강조하기 때문

에 부모교육에 담기는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

이 부모의 요구와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

모교육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교육과정 개발자에게 의미 있고

관심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진 부모교육의 내용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전수 교육과정에서는 부모교육의 평가가 부모의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부모교육 내용을 이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요약하자면, 전수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 평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

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거나 교육의 방법이 기계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교류 교육과정의 관점을 가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Reflective Dialogue

Parent Education Design(RDPED)을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전수 교육과정

의 주된 방법인 강의나 시범 보여주기 형식을 벗어나 부모가 문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한다. 가르칠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반성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서 스스

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에 교육내용은 내용으로서의 지식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지식이 되며,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가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부모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

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을 잘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전수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부모 교육과정이 부모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는 식으로 접근하다면, 교류 교육과정 관점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부모의 학습은 자기주도적으

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Oregon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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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학습내용

부모됨의 의미
(7차시)

- 가족의 의미 - 부모됨 교육의 필요성
- 부모됨 - 부모됨에 대한 생각
- 사람들은 왜 부모가 되려고 하는가?
- 부모됨의 책임

가족문제와 사회문제의
이해

(4차시)

- 가족과 사회현상과의 관계 - 타인과의 관계
- 일과 가족 생활의 조화
- 양성평등 사회에서의 부모의 리더쉽

Practical Reasoning Preant Education Curriculum(PRPE)와 Family Matters

Curriculum(FM)을 들 수 있다. 두 부모 교육과정 모두 가족이 처한 상황적 맥

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PRPE는 오레곤 주의 중·고등학

교 교사들이 만든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실제적으로 부모가 직면하는 문제들

이 시·공간이나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FM의 주된 목적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족이 속해있는 맥락적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두 부모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지식으로 간

주되는 것은 전문가의 이론이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이나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 자신들이 속한 문화 내에서 찾을 수 있다(Thomas & Footrakoon,

1998). 변혁 교육과정 관점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

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지만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으로 더욱 추

천할 만하다.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부모준비

교육을 위한 내용이 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담

은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식위주

의 학습은 학습자의 의식을 깨워서 부모 교육의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

었다. 본 프로그램 내용은 29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

서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질

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성숙한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나는 자녀를 교육

하는 것과 관련된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의 하위 실천 문제를 가지고 있다(채정현, 2006). 다음의 표는 이러한 실천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모 교육의 학습 내용을 보여준다.

〈표 Ⅱ-2-2〉실천적 접근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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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Miller와 Seller가 분류한 전수, 교류, 변혁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부

모교육 교육과정과 채정현에 의해 소개된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의 모습

을 살펴보았다. 네 가지 부모교육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전수 교육과정 중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항목이 명확하고, 가르치는 모습에

서도 명확한 계열성이 드러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류 교육과정 중심

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에 관심

을 둔다는 점에서, 변혁 교육과정 중심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교육에서 도

외시되었던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긍정적

이다. 채정현이 소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양육의 방법을 벗어나 부모됨이나 삶에 대한 철학적 고

민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

에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가지 형태의 부모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른 철학적, 학문적 배경

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배타적인 부모교육 형태를 지니는 것은 아

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취한다면

한국 사회에 적절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영유아 부모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교육과

정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특성별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전수 교육과정의 형태를 취하면서 교류 교육과정의 상호작용 측면이나

변혁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모와 자녀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중요성, 실천적

부모교육의 실천적 문제 중심의 부모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3. 실태 및 정책 분야 선행 연구
부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바, 3가지 정도의 범주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부모교육 실시 실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에 대

한 인식 및 요구, 부모교육 개선 방안 등으로,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부모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진(2002)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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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60개 사립

유치원의 원장 또는 교사로, 설문조사와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고,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도 미흡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부모

교육 활동을 실행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부모의 요구와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

으며, 체계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실시한 모든 유

치원에서 연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기초에 대부분 계획하고 있었으며, 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원장(60%)이었다. 부모요구도 조사를 실시하는 곳

은 11개(18.3%)에 불과하였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는 부

분은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과 요일정도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교육내용을 결정

할때는 부모들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회 조직이 운영

되는 유치원은 8곳(13.3%)뿐이었으며, 정규적으로 부모회 임원끼리 회의를 하거

나 유치원과 협의회를 하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신입부모 오리엔테이션, 면담,

정보제공, 행사참여, 자원지원은 모든 유치원이 실시하고 있었지만, 수업참관(단

순3.3%, 기록1.7%), 워크숍(15%), 기타 자원봉사(45%)는 상대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유치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혜린과 김희진(2003)의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환경에 따라 부모참여

계획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23곳 기관을 연구자와 훈련된 관찰자 2명이

방문하여 유아교육환경 평가척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30%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17곳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17명, 학부모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참여 요청에 있어서 질이 높은 기관에서는 기관과 부모의

인식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질이 낮은 기관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즉 부모참여 희망 내용 및 일시조사, 기관의 부모참여 활동의 참여 및 협조 요

청 등을 기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학부모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정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부모참여

계획과 활동의 실시에 있어서는 기관의 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효

과는 질이 높은 기관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조직 및 지원방안은 기관의 질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질적 환경이 높은 기관

이 부모회 및 임원회 조직구성과 부모참여를 위한 기관의 도움제공에 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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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고, 다양하고 양질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넷째 가정이 기관을 지원하

는 경우에 있어서도 질이 높은 기관에서 부모가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제공된 정보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모와 교사간 상호

작용이 양방향 적이며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황혜자와 김향숙(2004)의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

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방법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및 인식 현황을 알아보

기 위해 Y 유치원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133명

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정기모임에 참석하는 학부모는 71%,

자녀에 대해서 교사와 의견교환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85%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의 부모교

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자녀교육에 관해 알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96.2%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47.7%의 학부모가 가정, 가정교육과 유치원 교육은 대

등한 관계라고 보고 있었으며 자녀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

의 사랑(55.3%), 가정환경(31.5%)순으로 나타났다.

나종혜 등(2005)은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살

펴보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유치원 원장 59명, 교사 186명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79명, 아버지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방법은 주로 부모통신문 등을 활

용한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였으며, 그 밖에 1년에 2-3회 정도 부모참여 프로그

램과 개별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강형태의 부모교육도 한 학기에 1-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참여율이 낮아 유치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의 형태

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강은 주로 교실이나 강당을 이용하여 원장이나 교사회의

를 통해 결정된 유아의 발달이나 교육방법, 부모역할을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 특강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원장과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의 낮은 참여

율 때문이었으며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원인

으로 보고 있어 다소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미향 등(2005)은 서울 및 경인지역에 위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362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은 65%이었으며, 그 중 재정적․공간적․시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기관

은 전체의 77.3%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를 살펴보면, 부모회, 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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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행사/수업 보조의 경우 1년에 3-5회(58.8%) 실시하고 있었으며, 상담(면담,

전화), 수업참여/참관, 교구제작 참여, 도서/교구 대여는 1년에 1-2회 혹은 3-5

회(42.0%)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연회, 워크숍,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44.2%)이 절반가량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건강 및 위생영역(기본생활습관, 유

아 성장발달, 건강/안전/위생, 유아 성교육지도), 사회성영역(유아 인성지도, 또

래관계지도, 부모역할과 양육방법지도)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

지영역(유아 학습지도, 유아재능지도, 교재, 교구 제작)이 74.5%로 나타났다.

정지영 등(2007)은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 운영의 보완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 센

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 메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총 44개 센터의 871개였다.

그 결과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이 35.2%로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특히 2007년에 일괄적으로 계획되어진 4개의 교육프로그램(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부 및 신혼기 부부 참여집단 프로그램,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

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었다. 교육내용은 부모교육(84

개), 부모자녀 대화법(5개), 찾아가는 부모교육(66개), 아버지교육(26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43개), 어머니교육(7개), 부모역할훈련(2개), 자녀교육 및 이해(9개)

등으로 297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35.2%). 부모교육 중 일부 프로그램들(35개,

12%)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성하였고 주로 부모-자녀 대화법과 관계향상

기법, 자녀교육관 정립,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교육, 공부, 세대차이, 리

더십 등) 및 부모역할훈련, 예비(학)부모 대상 교육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

었으며, 심리검사를 이용한 MBTI 워크샵, PET 부모교육 훈련 등 상담과 통합된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었다.

임진아와 오재연(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기(만 5세 유

아로 한정) 부모들의 가정, 기관, 기관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참여활동의 실태

를 파악하고 이러한 활동과 부모들의 생태학적 변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선정하였

다. 선정된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156쌍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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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의 부모 참여활동의 차

이를 알아본 결과 기관이나 기관외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참여

율은 어머니 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

는 참여활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참여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취업상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나 교육열, 직장만

족도, 유치원만족도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변인은 유치원만족도, 교육열, 부모의

학력, 기관유형, 취업상태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이원영 등(2000)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

구를 파악하고자 만 5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 164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내용으로 다

루어주길 원하는 내용은 유아들의 표현능력 및 사회정서 발달, 유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정서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방법, 자녀와의 효과

적 대화, 문제행동지도, 특기교육 선택, 칭찬하거나 벌주기, 나쁜 습관 고치기,

좋은 책 선택,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 보여주기, 성폭력이나 유괴로부터의 안전

지도, 유아들의 정신건강,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등이었다.

정문자 등(2000)은 저소득층 어머니와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

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인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

이집 원장과 교사 52명, 원아의 어머니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바라는 부모교육 내용은 자녀발달의 기초 지식과 의사

소통, 잘못된 행동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 이었으며, 자녀발달에 대한 내용 중에

서는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는 방법, ‘성교육’과 ‘인지발달’, ‘호기심 유발시키는

방법’, ‘자녀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사회성발

달’, ‘창의성발달’, ‘부모가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 보이기’ 인 반면, 교사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육내용은 ‘인지발달’, ‘동화 들려주기’, ‘부

모의 정신건강’, ‘부모의 여가활동 정보와 직업교육’ 등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

를 보였다.

김지신 등(2008), 도현심 등(2008), 김상희(2008)의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요

구하는 부모교육의 운영과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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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연구결과들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90%가 넘는 어머니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참여하길 원하

는 경우도 80%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기 가장 용이한 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어머니 혼자 참여할 경우에는 주중 오전을, 부부가 함께 참여하길 원하

는 시간대는 주말 오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교육시간은

1시간, 교육기간은 6회기, 적정 수강인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 다루어

주길 바라는 내용은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영아기 아동의 발달,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영아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

다.

3) 부모교육의 개선에 대한 방안 연구
이현섭(1997)은 경남에 소재한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150

명,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들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대

학이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차원의 교육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를

위한 예방차원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강연 위주의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 부모

의 인식이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째, 어머니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시, 장소의 협찬 및 예산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성연 등(2003)은 바람직한 미래 부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

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래 부모교육에서는 참여하는 부모들

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그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모

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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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대상자를 선

별하는 작업과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부모와 가족은 상담과정을 병행하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가족 모

두가 참여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오숙(2003)은 광주시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모교육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학부

모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오전 9시-12시나 맞벌이 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한 오후

6시 이후, 주말을 활용한 교육을 계획하여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참여가 불가능한 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둘째, 1년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

부터 부모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사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

고 검증된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 활용, 부모교육 수료증 수여, 아버지들의 부모

교육 참여 독려 등 부모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체

계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외국의 부모교육 정책

본 장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모교육 관련 제도를 선구적으로 수립하

고 활발히 진행해가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부모교육 부분은 공동연구진인 Walker 교수가 집필한 것을 번역한 원고이고,

싱가포르는 연구진이 해외 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1. 미국의 부모 교육
미국에 있어 강한 가족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모와

보호자가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다(Hart

Research Associates, 2009). 첫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일이나 어린 자녀에게 읽

기를 가르치는 일과 같은 전통적인 쟁점에서부터 실직 시기 동안 가정생활을

관리하거나 10대의 문자 메시지 전송 행동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같은 당대의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부모는 부모교육과 지식, 경험 및 지원을 통해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미국에는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

모교육 전문가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Carter와 Khan(1996)은 20세기 말까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5만회 실시된 것으

로 추산한다.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the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PEN)의

비전은 미국 부모 교육1)의 질적 표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

과 발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장려한다(NPEN 핵심 원리, para.1).”

이는 부모와 가족은 자녀와 함께 부모교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

1) ‘양육 교육’과 ‘부모 교육’이 문헌에서 사용되지만, 본 장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차

적 책임이 있는 보호자를 의미하고 대다수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양육’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

식과 기술,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모 교육’을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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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양육이 일어나는 맥락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요구와 역량을 존중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촉진시킨다. 부모교육은 광의의 가족 지원과 구분되는 한편 통합적

이기도 하다(Campbell & Palm, 2003; Staton, Ooms, & Owen, 1991;

Weissbourd, 1987). 또한 교육에 역점을 두며 가족서비스나 가족치료와 구분되

는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Doherty, 1995; Myers-Walls, Ballard, Darling, &

Myers-Bowman, 2011).

실제로 미국의 부모교육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부모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장소, 방법으로 제공되고, 정부와 비영리 또는 상업 조직과 개인에 의해 후원

및 이행되고 있다. 대상 부모는 자녀의 연령(출산 전부터 청년), 가족 전환기,

부모 유형(예: 아버지, 한부모), 부모의 요구나 위험 상태에 있어서 다양하다. 부

모교육을 전달하는 주체도 훈련, 경험 그리고 직업이 천차만별이다. 즉, 미국에

서 전달되는 부모교육은 유연하고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가족 고유의 학습 및

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접근방식을 통해 가족 문제를 다룬다(Goddard,

Myers-Walls, & Lee, 2004).

본 절은 미국 부모교육의 현황에 대한 개요이다. 먼저 미국 부모교육의 연혁

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프로그램 선택 및 개발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모델과 개

념적 틀을 검토한다. 또한 최근에 포함된 정보통신기술(ICT) 애플리케이션에 유

의하여 부모교육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과 독립적이면서 기존 방식의 보완이기

도 한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덧붙여 증거 기반 실행과 경제적 영향의 현대적

분석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

서는 학문적인 준비와 인식을 통해 부모교육 전문가의 자질을 양성하고 증진시

키기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가. 미국 부모교육의 토대와 전망
기록된 역사가 2세기에 이르는 미국의 부모교육은 미국의 정치적, 인구학적,

경제적, 최근의 기술적 상태를 반영한다. 아울러 아동 발달, 부모의 역할, 그리

고 여성과 가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여러 개념과 연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Carter & Khan, 1996; Powell & Cassidy, 2001; Stolz, 2010). 여성들이 교회

에 모여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의논하던 1800년대 초부

터 Benjamin Spock의 「아기와 보육」(1946년 발간된 이래 25년간 베스트셀러

였다)의 인기, 1960년대 Head Start와 1990년대 빈곤층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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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Families 가정방문 프로그램, 국내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부모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국내 가족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현재 부모교육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국내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중시에 의

해 입증되듯이 더욱 가중되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아동의 약 3분의 1은 한부모

가정이나 정규직 부모가 없는 가족이며 5분의 1은 아직도 빈곤한 삶을 살고 있

다. 10대 출산율은 1000명당 약 41명으로 변함이 없었다(Kids Count Data

Center, 2011). 아동 학대율은 경기침체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Brown, 2011).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이는 가족 지원 전략인 부모교육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20년간 이루어진 기술 혁명과 부모, 아동, 가족의 정보통신, 엔터테인먼

트 기술 사용의 증가(Daneback & Plantin, 2008)로 인해 부모 교육자는 효율적

이고 반응적이며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기술

을 실무에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Fiore, 2008; Walker, 2010). 새로운

연구 방법은 부모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예: Rothbaum, Martland, &

Jannsen, 2008; Walker, Dworkin, & Connell, 2011)을 연구하며, 온라인 프로그

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시작했다(예: Cullen & Thompson, 2008).

통합 학습 원리에 대한 현대 신경과학 연구가 제시하는 교육 설계 원리

(Bransford, Brown, & Cocking, 2000)는 부모교육 모범사례에 내포되어 있다.

즉, 좋은 부모교육은 좋은 교육이다. 대학교 프로그램은 공동체 중심의 학습 환

경을 장려하고, 학습자가 의미를 찾고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차별

화된 환경(학습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이해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커

리큘럼 전반에 걸쳐 내용과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지식 중심 학습), 부모의 발

달을 위해 반성 기회를 비롯한 기타 평가 중심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문가를 훈련하고 있다(Walker, Cline, & Cooke, 2010).

미국 부모교육의 미래는 ‘성취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 부모교육의 공적 가치에 호소하는 새롭고 중요한 의견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뉴욕대학교 교육학 교수 Diane Ravitch와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James Heckman은 학교 중심 사업을 통해 진행된 학교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노력은 부모, 양육, 가족의 맥락이 조기 학습 및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무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Ravitch(2011)는 “가정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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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안정된 가족의 아동이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하며 학습 준비도를 갖춘

상태로 입학하면 교육문제는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eckman

(2011)은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양육 기술과 개입에 대해 부모에게 직접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양육을 보장하는

어머니 교육, 가족 소득, 고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제공하는 양육 지원에 역점

을 두고 조기 투자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질의 양육은 진정한 풍요

의 척도라고도 하였다.

국립복지사업의회 가족강화정책센터(FSPC, 2007)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3대 공공 투자 분야, 즉 가족을 위한 공동체 환경 강화, 양육 지원 및 강

화, 아동 및 가족 자산 구축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며 가족과 부모 중

심의 조기 예방 전략을 채택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의지의 유무는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부모의 요구에 대한 신

속한 대응은 미국 부모교육의 강력한 토대가 된다.

나. 미국 부모교육의 관점
미국 부모교육의 근간이 되는 가정(assumption)은 전문가들이 농무부 협력지

도국과 함께 전국확대부모교육모델(NEPEM)에 표명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Smith, Cudaback, Goddard, & Myers-Walls, 1994).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과 관련하여

· 부모는 자녀를 일차적으로 사회화하는 사람이다.

· 부모의 태도, 지식, 기술, 행동은 부모교육 노력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요구도 충족되어야 한다.

·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체계 안에 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

는다.

· 양육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학습된 능력이다.

· 부모교육의 목표는 부모(보호자)가 타인을 배려함과 동시에 유능하며 건강

한 자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강화 및 교육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과 관련하여

· 부모 교육은 부모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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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부모의 다양성에 부응해야 한다.

· 효과적인 부모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McGroder와 Hyer(2009)는 “일부 부모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부모가 되기

위한 능력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능력부여, 서비

스 의뢰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p.12).

1) 부모교육의 개념적‧이론적 근거
프로그램의 설계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러한 가

정을 사용하며 효과적인 양육의 원칙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 언급

한 전국확대부모교육모델(NEPEM, Smith et al., 1994)과 미네소타주 부모교육핵

심커리큘럼체계와 지표(Minnesota’s Parent Education Core Curriculum

Framework and Indicators: PECCFI, 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 2011)가 있다. NEPEM은 최적의 양육을 위한 6개의 기

술 범주를 29개의 구체적인 양육 실제와 함께 제시한다. 6개의 범주는 부모자신

에 대한 교육과 5개 양육 분야이며 5개 양육 분야는 자녀의 이해(즉, 자녀의 발

달적 요구와 특수성), 지도, 양육, 동기화, 지지이다. 부모 교육자는 바람직한 기

준이 포함되는 교과과정을 선택하거나 교육적 성과로 실제를 이용하여 자체적

인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사례

는 PECCFI로, 이는 공립학군이 지원하는 부모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유아가

족교육(ECFE)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PECCFI는 6개 분야의 양육 또는 가족 장점

지표를 포함한다: 부모 발달, 부모-자녀 관계, 아동 발달, 가족 발달, 문화, 지역

사회. 포괄적인 계획 틀은 교육 방법과 자원에 대한 아이디어 - 부모-자녀 상호

작용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자녀 발달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 의 포함을 촉진

한다.

자녀 발달에 미치는 양육 효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연구는 오랫동안 부모

와 전문가 신념을 좌우해 왔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토대로 작용하고 전문가

의 커리큘럼 선택을 좌우해 왔다(Goddard, Myers-Walls, & Lee, 2004; Powell

& Cassidy, 2001). Arnold Gesell, Alfred Adler, Carl Rogers, Selma Freiberg,

Erik Erikson, Haim Ginott, John Bowlby와 같이 20세기 주요 연구자들의 작업

은 지금까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고 있지만, 일부 관점은 더욱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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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고 일부 관점은 대중성이 약화되었다(예: 행동주의). 주요 관점에는 의사소

통과 민주적인 양육 원칙을 강조하는 Adlerian 접근방식(예: Baumrind, 1971,

Driekurs, 1964)과 부모-자녀의 유대를 강조하는 Bowlby(1969)의 애착 이론(예:

Egeland & Erickson, 2004), 아동발달의 이해(예: Spock, 1977), 정서적 성숙, 책

임, 공감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예: Ginott, 1965)이 포함된다. Goddard와

그의 동료들(2004)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Adlerian 관점이 STEP(Dinkmeyer & McKay, 1976) 및 PET2)(Gordon,

1975)와 같이 대중적으로 폭넓게 사용된 짜여진 커리큘럼에 지배적었으나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항상 적용되는 단일한 모델이나 시스템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

다. 이들은 부모 교육자가 이러한 차이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목표와 부모의

목표를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인간발달에 대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은 구체적인 양육 과

정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관점은 부모, 자녀, 가족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과 이들이 거

주하는 환경은 자녀의 발달과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적

관점은 목표 설정, 가정에서부터 평가 고려사항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 프로그

램의 모든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부모교육의 대상과 중점 내용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그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과 위치, 형식,

내용별로 폭넓게 분류되었다(Carter & Kahn, 1996). 추가 설명(OJJDP, 1999)은

프로그램을 주로 지원적인지,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거나 치료적인지를 각각 나

타내는 보편적(일반적), 선택적(고위험상태인), 특정한(위기에 있는) 인구에 대한

실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보편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은 일반적인 아동 연령과 발달 단계(예: 유아기), 가족 문화, 가족 생활의 복잡

한 문제(예: 이혼, 입양, 직장, 군대)와 관계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이 고위험상태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은 일반적으로 장기교육이며

가족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에 통합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전달 방식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전달 방법은

2) 한 주에서 부모 교육자의 절반 이상은 이와 같은 공인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NYSPE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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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집단, 일대다수, 웹사이트(예: www.Parenting 24/7.org)를 포함하는 미

디어 중심 접근방식,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Feil et al., 2010)이 될 수 있다. 프

로그램은 단일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흔히 대상과 결과 요구에 맞게 일대일, 집

단 방식을 혼용한다. 예를 들어 Parents as Teachers: Born to Learn 프로그램에

는 가정방문과 집단, 아동 발달 검사, 가족을 위한 자원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가) 보편적 교육
(1) 영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양육
출산전부터 5세 아동의 부모는 의심할 여지없이 부모교육의 주요 대상이다.

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영아 관리 프로그램(일반적으로 영아 안전을 비롯하여 수

주간 소요되는 주1회 수업), 가정 방문, 자녀-부모 조기 학습 및 발달 프로그램

(예: Head Start), 중점을 두는 것이 있는 프로그램(예: 사회정서 발달을 강조하

는 Parenting Counts), 가족 문화를 특히 중시하는 프로그램(예: Effective Black

Parenting, Center for Improvement of Child Caring), 미디어가 여기에 포함된

다. Text4Baby(http://www.cdc.gov/features/text4baby/)는 2010년 연방정부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임산부 20만명에게 주 3회 임신 건강과 영아

양육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교육의 노력은

수백 권의 양육 서적과 미국 부모(주로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Walker, 2010)와 부모가 특히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비공식적인 출처(Hart

Research Associates, 2009)를 보완하는 것이다.

6세 이상된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숙

제 돕기, 따돌림, 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학교나 관련 조

직(예: Parent Teacher Association)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은 신체

발달과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게 되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전문적인 Search Institute와 같은 기관은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부모-자녀 관계의 유지, 부모가 발달상의 변화를 이해 및

지원하는 것 돕기, 청소년 범죄와 약물 남용 방지에 대한 것이다(Kaftarian &

Kumpfer, 2000).

(2) 부모와 보호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
이혼이나 별거, 입양, 입영과 같은 전환기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혼의 경우, 단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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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예: Parents Forever, University of Minnesota)에 양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주와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협

력적인 양육을 조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다(Bacon & McKenzie, 2004).

아울러 특별한 위기에 처하거나 특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를 위

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여기에는 자신을 부모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나 미국에서 아동의 일차 양육자로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아버지, 한부모,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 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포함된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한 부모나 양친이 군대에 복무하는 가족

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 빈번한 이사, 제대 후 재정착을 다룬다(U.S. Depart-

ment of Education). 수감 부모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복역하는 경우

자녀, 가족, 사회 재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저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Parke & Clarke Stewart, 2001). 미국의 대다수 가족이 안고 있는 규범적 스트

레스는 직장과 가족생활과의 양립이다(Hart Research Associates, 2009). 직장내

프로그램, 시간 관리와 가족 간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양육 프로그램이 인기

가 많다(예: Working Parent Resource, http://www.workingfam.org/).

(3) 의료 및 교육
특정 부모교육 시도는 아동의 건강이나 행동 문제를 다루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사례에는 비만 예방이 포함

된다(예: Cullen & Thompson, 2008). 특별한 요구가 있는 자녀의 부모에 대해

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예: Keen,

Couzens, Muspratt, & Rodger, 2010). 학업성취는 또 다른 목표이다. Head

Start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동의 초기 언어능력, 학교 준비도를 향상시키는데 중

점을 둘 수 있으며 나이 많은 아동의 경우 FAST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동의 가

정에서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예: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www.wcer.wisc.edu).

나) 위험군을 위한 교육: ‘취약’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노력 
경험이 없고 젊고(예: 청소년) 교육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으며 사회적으로 소

외된 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lles,

1989). 아울러 이들의 자녀는 발달, 건강, 학업 성과가 가장 뒤쳐진다. 이러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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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생활의 스트레스, 발달 이력, 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히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경우 아동을 학대 또는 방치할 가능성이 통계상 증가할 수 있다(Belsky,

1984; Gelles, 1989). 취약계층이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은 1920년대 이민자 가족

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1990년대 복지개혁 사업에 이르기까지 미 연방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었다(Weissbourd, 1987; Powell & Cassidy, 2001).

위기에 처한 부모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실시되지만, 대부분은

자녀와 가족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과 부모교육을 통합하는 ‘양육 성공 체

계’(FSPC, 2007) 모델에 속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Healthy Families(Healthy

Families America, 2008)에서 고위험 부모를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확인하며, 출

산전 방문과 가족 평가는 가족 고용, 주택, 건강 영양, 아동의 초기 교육을 지원

하는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영아 보호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가정 방문은 자녀

가 3세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성공 사례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증가, 부

모-자녀 관계의 향상, 가정환경 개선이 포함된다. 199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Healthy Families의 성공은 위험 임산부와 0-5세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

램에 대한 연방 기금 5년/15억 달러를 이끌어냈다3).

청소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어머니가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영아 양육에 대한 것이다

(예: Insights, www.insightstpp.org).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위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행동 문제의 예방이나 관리(예: The Incredible Years,

www.incredibleyears.com)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약물 시험 저지(예:

Adolescent Transitions; Dishion & Kavanagh, 2003)와 같은 특정 문제에 중점

을 둘 수 있다.

다. 부모교육의 효과
1) 평가 문제 
부모교육은 20세기 동안 새로운 대상으로 확대되고 그 방식이나 중점 성과가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효과의 입증이 필요했다(Bogenschnieder, 1994). 이는 투자

성과를 확인하고 자녀와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을 판단하고자 하

는 예산지원기관 및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진정으로 ‘효과’를 알고자 하는 전문

3) 현대 가정 방문의 모델에 대한 검토는 USDHHS, 2011 (http://homvee.acf.hhs.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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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에게서 나왔다(Fiore, 2008; Small, 1990).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기관의 관심과 요구를 초래하

였다(Small, Cooney, & O’Connor, 2008). Stolz(2010)는 평가 설계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프로그램 성과의 개연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및 활동

조직은 현재 인터넷 이용 검색 툴을 통해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식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Child Trends, http://www.childtrends.org/Links/).

그러나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평가 실제에 관한 현황은 간단하지

않다. 먼저, Carter와 Khan(1996)이 주장하는 대로 부모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목

표에 대한 비전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위험에 처한 어머니의 복잡한

생활을 고려하여 “양육 교육은 곤경에 처한 부모에게 이들 자신이 유능함과 자

신감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것이 다시 그들이 자녀에게 사

랑, 건강, 유산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고 지적한다(p.12). 기대는 적절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McGroder와 Hyer(2009)는 양육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부모와 자녀의 기대되는 사회적 성과를 보여주는 상세한

논리적 모델을 제공한다.

아울러 증거 기반 프로그램의 가치와 부모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의 풍부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 및 준실험 설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

인에 대한 통제가 포함되는 엄격한 평가 방식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

다(Carter & Khan, 1996; McGroder & Hyer, 2009; Shonkoff & Phillips, 2000).

이는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조직에 제공되는 예산의 부족과 특히 질적으로 높

은 수준의 평가에 대한 요구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전달자에 대한 평가

방법론 교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용되는 방법은 직원이 실행하고 프로그램

의 만족도와 단기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가장 편한 것이다(New York State

Parent Education Partnership, 2008). 결국 부모 교육, 이른바 ‘증거 기반’ 평가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체계적인 초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

발에 대한 이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전달 요인의 식별을 간과한다

(Small, 1990; Small et al., 2009). 최근 몇 년간 과정, 성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한 방법과 데이터 이용 고려를 제안하는 Jacobs의 Five Tiered Model(Jacobs,

2003)과 같은 프로그램 평가의 틀이 장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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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요약
일반적으로 미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분석 결과 훈련 프로그램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 공감, 아동 발달과 발달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모

의 반응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고 부모가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됨을 제안한다(Carter & Khan, 1996; Stolz, 2010). 아울러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자녀의 행동과 학교 준비도, (다양한 인지, 사회, 행동, 학업 척도에 의해

측정된)성공, 건강, 수유 실제 개선과 연계되었다. 최근의 2개 검토를 주목할 가

치가 있다.

특히 자녀 행동 문제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부모 중재 가정 방문 프로그

램의 메타분석에는 1990-2002년 동안 77개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비교 집단이

포함된 연구만 선정되었다(Kaminski, Valle, Filene, & Boyle, 2008). 연구 방법론

과 프로그램 전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 결과 자녀와 함께 참여하

고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구축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

도록 교육하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할 때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구성요소가 특정 맥락

에서 기여하거나 다른 구성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았다.

핵심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모델에 대한 또 다른 검토는 장기적인 영향과 경

제적 투자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였다(McGroder & Hyer, 2009). 연

구진은 가정 방문 설계와 그룹 중시,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 사춘기

직전 및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및 국가

프로그램 모델을 포함시켰다. 대상 집단은 백인 및 비백인(예: 북미 원주민), 저

소득 및 청소년 부모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포함되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중

재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역할과 양육 실제에 있어서 지식, 기술,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1-3년간 지속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관련하여 반사회적 행동(예; 공격성, 반

항적 행동), 안전(아동 학대), 경우에 따라 발달(예; 문해 이전 기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사용된 척도나 영향력의 크기가 주요 변수에 유의한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아동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분석할 비용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

그램이 거의 없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금전적 성과와 연

계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이 현명한 투자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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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진의 요약은 미국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신

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아동의 안녕에 대한 부모교육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한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프로그램이 설계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있으며

엄격하게 검증된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표와 아동 발달을 연계하는 경험적 증

거가 있다.

라. 부모 교육자의 전문성 개발 및 인정
미국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에서부터 유아교육자(Alvy et al.,

2003)나 간호사(Olds, Hill, O Brien, Racine, & Moritz, 2003)와 같이 다른 분야

에서 교육을 받고 특정 커리큘럼을 전달하도록 자격을 받거나 부모교육의 훈련

을 받는 개인, 부모교육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학위가 있고 수십 년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Carter와

Khan(1996)은 이러한 다양성은 프로그램과 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하

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부모교육을 직업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훈련에 대한 인

식의 필요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는 학자도 있다(Fiore, 2008).

Cooke(2006)은 이 분야가 정식 인정을 받지 않는다면 “의욕은 넘치지만 준비가

부족한 개인”(p. 787)이 존재하게 되며, 복잡한 양육 문제에 제공되는 지원은 과

도하게 단순화되어 부모들은 부적절한 지원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다고 지적한다. 부모교육자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a) 역량 기준에 대

한 설명 및 합의, b) 실무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인정 제도, c) 전문적 실제로서

부모교육의 협력과 지원이 포함된다.

1) 역량 기준
부모교육자 능력은 대단히 복잡하고 발달적인 과정이며 광범위한 내용지식기

반과 교육학의 숙달을 포함한다(Cooke, 2006). Campbell과 Palm(2004)은 지식,

집단 촉진 기술, 교수 기술, 전문적 정체성과 경계, 다양성 이해의 5개 발달 분

야에서 부모교육자가 성장-초보자, 중간자, 숙련자의 3단계를 경험한다고 제안한

다. 부모교육의 실행이 다른 분야(예: 간호, 사회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수행의

높은 수준 달성은 지체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부모교육의 단일한 역량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역량 구조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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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들은 직업적 준비, 자격부여, 책임성 기

준에 대한 지침과 부모가 소비자로서 질을 평가하고 다양한 배경의 부모교육자

에게 중요한 자질과 평가에 대한 직업적 반성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

를 공유한다(Campbell & Palm, 2004; Cooke, 2006). 아울러 Cooke는 특히 양육

기술과 아동 발달에 관한 정보의 제시를 넘어서는 학습을 능숙하게 촉진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심층적인 질과 변화시키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모교

육자가 부모 발달의 복합적인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USDA 협력확대국은 NEPEM(앞에서 설명됨)에 의해 확인된 핵심 내용 분야

의 보완으로 “전국확대부모교육가모형”(NEPEF, DeBord et al., 2002)을 개발하

였다. NEPEF는 성장(전문적 성장 및 자기 지식), 프레임(이론적 틀의 이해), 개

발(교육 프로그램 설계, 실행, 평가), 수용(다양한 대상의 요구에 부응), 교육자

(효과적인 교육), 구축(분야의 확대를 위한 전문적 네트워크 구축)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과정 기술을 포함한다.

개별 주 정부가 표명하는 역량 기준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미네소타

주 교육부가 개발한 것이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부모교육 교

사 면허를 법제화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이 분야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 자격을 위한 10개의 기준 분야(주제, 학생 학습, 다양한 학습자, 교수 전략,

학습 환경, 의사소통, 교육 계획, 평가, 반성과 전문적 발달 및 협력, 윤리와 관

계)에서의 증명된 지식, 수행, 기질적 능력과 함께 아동 발달, 성인 발달, 부모-

자녀 관계, 가족에 대한 지식 기반이 요구된다.4).

2) 부모 교육자 인정과 전문성 개발
자격부여 문제는 수십 년간 존속해 온 현안이다(Cooke, 2004; Fiore, 2008). 관

련된 자격인증은 존재하지만(예: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Certified Family Life Educator), 한 분야로 부모교육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을 정당화 한다. 2011년 4월 NPEN은

“부모교육자 직업적 준비와 인정을 이해하기 위한 틀” 작업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틀은 실행의 엄격성과 기준에 따른 5단계를 명시한다.

최하위 단계는 자발적 등록이나 명부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준이나 질관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부모교육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 대표

4) 이러한 법정규정은 ECFE프로그램이 주관하는 교사 먼허를 위한 표준지표로 운영되어 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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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가 Texas ROPER(Registry of Parent Educator Resources)이다. 다음

단계는 전문성 개발과 훈련 기관이나 조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이나 워크숍

의 수료가 요구되며 대개 특정 커리큘럼의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

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일회성 과정의 이수나 회의 참석,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수준에서부터 가족 복지 사업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1년 동안 100시간

인턴십이나 최대 7,000달러가 소요되는 수업 및 온라인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

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격인정 또는 부모교육자 역량 증명은 틀의

중간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주 정부나 국가 조직이 기준을 정하며 교육과 경험

에 의해 여러 단계가 부여될 수 있다. 부모교육 자격증을 보유한 주는 3개(텍사

스, 노스캐롤라이나, 코네티컷)이다. 예를 들어 텍사스 전문가 인정 제도

(Professional Recognition System)는 직접 또는 자원봉사로 전문가 교육/부모

참여/가족 지원 서비스에 30시간 이상 참가하고 고등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수

준의 학위를 소지한 18세 이상인 자에게 최하위 수준의 자격을 수여한다. 최상

위 수준의 자격은 직접적 자원봉사자/전문적 부모교육 서비스를 받고 부모 교

육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코네

티컷과 노스캐롤라이나는 자격 갱신을 위해 계속된 교육(예: 3년 동안 45시간)

의 증명을 요구한다. 대학 이수는 두 번째로 엄격한 인정 기준이다. 이는 공인

고등교육기관의 비학점 또는 학점 과정 이수를 포함한다(예: Iowa State

University Partnering with Parents 온라인 수업은 6개월간 11개 모듈에서 55시

간 접속을 의무화한다, Greder, Diers & Schnurr, 2010). 이 범주에서의 상위 기

준은 6개 기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CSU; Wheelock College

(MA); Plymouth State University(MA); Rivier College(NH); University of N.

Texas;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수료(주로 특정

과정에서 대학원 학점 12-20시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3개 기관(NCSU, St

Cloud State [MN], University of Minnesota)이 부모교육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미네소타대학교는 부모교육 중심의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족

교육 주립 교사 면허는 최상위 수준의 전문가 인정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미네소타는 유일하게 면허를 부여하는 곳으로 유아기가족

교육(ECFE)이 후원하는 학군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대에 ECFE 프로그

램이 주 전역에 만들어졌을 때 정책 연구는 직원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요구

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에 결정적인 방안으로 부모 및 유아교육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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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권장하였다. 면허를 위한 요구사항에는 학사 후 단계에서 공인된 수업

21학점, 아동 발달 분야의 6학점, 학생 교육 경험, 기초 능력 시험(미네소타 교

사 면허 시험) 통과가 포함된다.

가장 포괄적인 부모교육자 양성 기관으로서 미네소타대학교 프로그램은 전문

가 역량 기준부터 실무 전문성 발달까지의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한다(Walker,

et al., 2010). 10개의 부모교육자 역량 분야는 부모교육 면허나 대학원 학위 수

료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에 골고루 포함되며 석박사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다.

과정에는 교육학(교수법, 교육과정 개발, 평가, 사정, 성인/부모 학습 및 발달),

내용(가족 관점, 부모-자녀 관계), 경험(학생 교육), 최근에는 교육에 있어서 기

술의 통합이 포함된다. 2007년 미네소타대학교 부모교육 과정은 온라인 전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후자 기준은 일부분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

3) 부모교육 전문가 조직과 협력
미국 내 개별 전문가, 학술 기관, 가족 및 아동 단체의 역량 기준, 전문가 윤

리, 인정 체계, 부모교육 분야의 가치 지지에 대한 노력은 서서히 응집력을 갖

게 되었다(Heath & Palm, 2006).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자발적이고 재정 지원

은 최소화되었으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잠재

력에 전념하는 전문가의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수십 년 간,

부모교육자는 힘을 합쳤으나 독립된 관점의 대립으로 인하여 국가적 단체로 결

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 인구의 다원성을 감안할 때 부모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개별적인 노력은 가치있는 일이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모델이 존재하며 부모교육이 개별적인 노력으로, 또는 기타 가족 지원 서비

스(전문가 또는 예비전문가로서(또는 공동으로)의 부모교육자에 의해 전달되거

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전달하는)와 공조할 때 그 기능이 극대화되

는 조건은 알 수 없다(Goddard et al., 2004).

하지만 일부 학자의 주장대로(Carter & Khan, 1996; Fiore, 2008), 이 분야가

발언권을 얻고 직업으로서의 인정을 스스로 주장하며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확고한 입지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리더십은

NPEN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NPEN(nd b)은 부모교육, 질 보증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명료화, 회원 간의 의사소통 촉진에 국한된 전국 협회로서의 입지에 덧

붙여 최근에는 주정부간 부모교육 서비스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이 분야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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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하였다. Heath와 Palm(2006)의 지적대로 모든 부모교육 제공자는 정

체성 확보를 위해 협력할 여지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교육 및 지원이 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은 과제에 대처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강점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고 섬나라이면서, 이슬람, 중국, 인도 등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는 다문화국가이기도 하다. 다인종이 다양한 모습

으로 이루고 있는 각 가족은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

으로 자기와 다른 상대를 서로를 이해해야하고 긍정적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

해 갈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한 가족구성과 성장에 대한 교육은 중요한 하나의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족교육은 싱가포르의 사회개발·청소년·체육부

(Ministi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의 소관 업

무이며 가족교육 내에는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청년기, 젊

은 직장인, 결혼 예정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인생의 각 시기에 요구되는 교육

을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 가족생애교육 개념
가족생애교육(family life education)의 필요성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행한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MYCS, 2011)에 의하면 가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건강한 가족은 안정을 이루는 중심
축이 되고 국가와 개인을 지원해준다. 또한 가족은 균형되고 풍족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이다. 그러나 강한 가족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
신율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오늘
날 가족은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안정되게 유지하
기 위해 가족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 가야하는 이유이다. (MCYS,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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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청년·체육부(社會發展·靑年及體育部, Ministi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 산하의 가족발달단(The Family

Development Group: FDG)은 싱가포르를 가족과 자녀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가족이 축하받고 격려되고 지원받으며

강화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위조직으로 가족교

육과(Family Education Department: FED)를 두어 공공 교육을 주관한다.

FED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진 전략을 통해 친가족적 환경을 만들려는

공적, 사적 영역 및 사람들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가족과 부부와 부모들이 긍정적인 가치와 의식을 가지도록 함.

•생애를 통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도록 개인에게 정보를 주고

교육하고 격려함.

FED는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에서 예방적이

고 발달적인 가족교육 노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자발

복지회(Voluntary Welfare Organization)와 그 외 다른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

해 결혼생활, 부모기, 양육, 직업효율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들

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가족 생활의 질을 강화하고 풍

부하게 하며 개선해가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삶의

시기에 있는 가족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통

찰적 담화와 세미나에서부터 재미있고 흥미로운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공적으로 승인된 자격을 지닌 '가족 생애 교육자(family life educator)'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필

요로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족 생애 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www.family.gov.sg 를 참고할 수 있다.

나. 부모교육 정책의 개요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충족감이 큰 일 중 하나

이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십대,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난관들은 언제나 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책임감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제공자이고 교사이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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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후원자이고 생애코치이기도 한데 이는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부

모는 자녀의 생애 초기에 그들에게 가치와 의지력을 심어주는 힘을 가진 존재

이다. 또한 부모는 십대 시기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양육정보, 지식, 기술을 제공하여 부모가 부모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

표를 두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인생 여정 중 결정적인 단계에서 자녀의

학교를 통해,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취학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the Parent Education in Pre-Schools:

PEPS)'와 '학부모 교육(School Family Education: SFE)' 프로그램은 학교 기반

(school-based)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고등학

교에 이르기까지 부모 역할을 해가야 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부모와

가족 생활 교육의 연속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족생활센터(또는

코너)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애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가족 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을 만들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PEPS) 프로그램은 2005년 4월에 처음 도입되었

다. 자녀가 어린이집(child care centers)이나 유치원(kindergartens)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사회적 역량을 키워가는 시기에 부모에게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교육하

고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PEPS의 목적이 있다.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시기에도 학부모교육(SFE)에서

계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적인(holistic) 가족 학습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바,

부모는 부모 촉진자(parent facilitators)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갖추게 되며, 학교 교직원은 학생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을 하고, 학생 또한 생활 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학교 간 파트너쉽을 강하게 하고 가족 생활의 만족

도를 높여주게 되며, 결국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정부는 부모 교육 연계 파트너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국가 전역에서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러한 프로그램들은 의사소통, 성교육,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 성격발달 등과 같

은 유용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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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행사인 ‘싱가포르 육아 대회(Singapore Parenting Congress)’

또한 양육 방식과 육아문제해결을 위한 최신 최고의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해

마다 개최되고 있다. 매해 2일간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해외 권위자와 지역내

가족 전문가가 참석하며 네 가지 공식 언어로써 육아관련 세미나가 진행된다.

다. 부모교육 현황
부모교육 현황은 싱가포르 정부가 핵심전달체계(key delivery channels)로 소

개하고 있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세 가지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학교 기반 부모교육
학교 기반 부모교육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EPS와 SFE로 나누어진다.

취학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EPS는 2005년 40개의 어린이집을 대

상으로 시범실시된 이후 2011년 현재 496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

다. 2014년까지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0%가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SFE)은 2002년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그 성

과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힘입어 2011년 현재 236개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채

택하고 있다. SFE의 효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 PEPS가 도입된 바 있다. 참여하

고 있는 학교로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입하여 SFE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며, 2014년까지 전체 학교의 90%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생활대사(Family Life Ambassador: FLA)’라는 프로그램

을 부모의 일터에서 진행하여 가족 생활 기술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500개 이상의 회사 기관에서 FLA를 채택하여 가족생애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직장에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500,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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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2010년 통계로, 거의 1,000개 가까운 가족 생애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었고 380,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싱가포르의 학교 기반 부모교육 체계

라. 영유아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PEPS)
취학전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PEPS는 학교기반 부모교육의 일환으

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매 연초 정부

(MCYS)는 PEPS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치며,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후 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채택하면 가족생애교육가(Family Life Educator)가 정해진 시기에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교육행사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싱가포르 사회발전·청년·체육부(MCYS) 가족교육과 과장

인 Pauline Mo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PEPS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을 전달체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므로, 특별히 저소득층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 등 특수한 경우를 위한 것은 아닙
니다. 일반적인, 보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입니
다. (2011년 11월 10일, 싱가포르 현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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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PS의 목적과 목표
싱가포르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부모를 교육하고 변화시킨다.

둘째, 젊은 부모를 자녀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고무한다.

셋째, 비용부담이 없고 접근성이 높으며 관련성이 깊은 부모교육과 자원을

연속선 상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을 키운다.

PEPS를 구성하는 구성인은 부모와 영유아 자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육아지원기관 등 3개로 볼 수 있고 각각의 측면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목표이다.

•자신감 획득 및 긍정적 효과적 양육 기술 습득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부모-자녀 관계 개선

•부부 관계 개선

둘째, 자녀에 대한 목표이다.

•긍정적인 생활 기술을 갖춘 사회적 능력자로의 발달

•영유아기부터 긍정적 가족 가치 발달

셋째,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목표이다.

•학습 지원적 환경

•부모-기관 관계의 개선

•영유아 훈육 관련 문제의 감소

•위기 가족의 초기 발견

2) PEPS의 운영 구조
PEPS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연간 20시간 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중 12시간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

(pre-school)내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8시간은 ‘구역 만남(zonal talks)'을 통해

진행된다. 육아지원기관 내 수업인 경우 지역에 소속된 가족생애교육자가 기관

에 가서 그날의 주제에 따라 워크숍식 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아이들도 연간 12시간 정도 PEPS와 관련한 시간을 교과내에 배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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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 프로그램
학교기반 부모교육

12시간

 

+ 구역 만남

(Zonal talks) 8시간=

〔그림 Ⅲ-2-2〕PEPS의 연간 시간 구성

‘구역 만남’은 육아지원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으로, 보다 넓은 장

소에서 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3∼4시간 동안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또한 세미나나 강연회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실습해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보통 한 번에 300∼4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여 가족생애교육자의 지도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전체 PEPS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교육내용 중 선별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며 부모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구역 만남은 아래의 [그림 Ⅲ-2-3]에서 보듯이 몇몇 지역

의 개별 육아지원기관(pre-school)에 속한 부모들을 한 구역으로 묶어 정해진 날

다 같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Ⅲ-2-3〕PEPS의 ‘구역 만남’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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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는 무료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다. 최소의 비용(연간 20시간당 약

5,000원)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모든 운영비, 재료비, 강의료 등

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최소 부모 부담비용은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자하는

의미일 뿐임을 정부측 담당자인 Ms. June Wong 서기관은 강조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실비, 즉 5달러 정도를 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
게 해야 신청한 부모들이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지요.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
에 적은 액수라도 돈을 내게 하면 부모들이 참석해야 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전략이죠. (2011년 11월 10일 싱가포르 현지 면담 중)

PEPS가 6년째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 역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음에도 불구

하고 담당자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부모의 참여율 유지를 들었다. 많은 부모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

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교의 통신이나 게시판 등

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모참여율을 제고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활용한 것도 같은 입장으

로 해석될 수 있다.

3) PEPS 참여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싱가포르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약 950개, 유치원이 5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

며 그 중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496개 기관에서 PEP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부모교육의 확

산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이들 기관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운영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브리핑 실시

•재정 지원

•중앙 주도 평가

•사회개발 청년 체육부가 발간하는 가족 생애 교육 관련 자료 배부

: 브로슈어, 부모교육가이드, 도안자료, 웹사이트(www.peps.sg), e-뉴스레터 등

•행정가, 부모지원그룹,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정기적 협의회 개최

4) PEPS 프로그램의 내용
PEPS는 지역사회가 채용한 전문 가족생애교육자(family life educator)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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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아동학, 유아교육학, 가족학, 교육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한 교육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주제 리스트에서 연

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주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표 Ⅲ-2-1〉PEPS 프로그램의 교육 주제(일부임)
구분 주제

자녀양육

자신감 있는 자녀 양육(0-5) 효과적인 훈육

부모-자녀 유대감 향상 자녀의 지능 향상시키기

경쟁력 있는 아이로 양육하기 자녀양육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자녀의 ‘사랑의 언어’ 이해하기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자녀의 EQ를 높일 수 있는 재미
있고 창조적인 방법

사랑의 언어-자녀에게 사랑을 표현
하기

자녀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기DISC 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초등학교 진학 준비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창

의적인 전략 학습 코치로서의 부모

자녀의 자기주도력 향상법 부모를 위한 사회 정서 코칭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준비하기

부부관계
예비부모교육: 지속적인 관계를 위
한 지식과 기술 양성

의사소통방법과 갈등 해결

사랑의 언어 -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기결혼을 위해 알아야 할 것

가족
“가족화합” 가족결속력 향상시키기 가족 나들이

가족의즐거운 시간: 가족규칙정하기 탄력성 높이기

직장인 무기력 떨치기 성공하고 싶은 마음 들여다보기



Ⅳ.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맞벌이부모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지원 기관에서 이루지고 있는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유아부모를 대상으

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수집하고자 하여 관련 기관들을 조사하였으나, 영

유아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대상 기

관의 프로그램 중 영유아부모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앞서 연구 범위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본 장의 영유아기 부모

교육 현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제외되었다.

저소득층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제도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제공하는 프로

그램이 있고,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

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매우 활발하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기

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부모를 특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내용만 가

족구성원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센터

또한 맞벌이든, 다문화이든, 농촌이든 구분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속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특별히 부모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현황을 분류해내

는 것을 어려웠다. 따라서 대상 부모 유형별 보다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위에

서 언급된 센터들 이외에 대표적인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 기관인

보육정보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프로그램들도 함께 정

리함으로써 영유아기 부모교육 현황을 망라하였다.

1. 부모 지원 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가. 드림스타트센터

우리나라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이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빈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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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개념 해당 서비스 운영방식

기본 서비스

- 드림스타트사업 고유기능

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반드시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서

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드림스타트센

터 팀원이

직접 제공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

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서비스

- 모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필수적으로(선택서비스에

비해 우선적으로)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

관리(임산부), 기초

학습지원, 사회정서

지원, 부모교육 서

비스

- 연계 혼합방

식이 원칙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가능

선택 서비스

- 아동발달 및 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서비스

이외 추가적으로 지원하

는 서비스

- 센터별 자율적 선택 제공

-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 연계 혼합방

식만으로 운

영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3).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는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드림스타트로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

여 전국 3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그 이후 2009년 전국 75개, 2010년에는 101

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표는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나아가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 군 구별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0세부터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아동 가정의 개별적 욕구 분

석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서비스는 기존에는 건강, 보육, 복지분

야로 서비스를 분류하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기초

로 하여 아동발달영역별로 서비스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20). 이에 따라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영역으로 서비스를 분

류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고유기능 및 아동발달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서비

스 유형을 기본/필수/선택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각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기본

및 필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본/필수/선택서비스

의 개념, 해당 서비스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Ⅳ-1-1〉드림스타트의 서비스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pp.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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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영역 소분류 프로그램 예시

신체 건강

산전관리
- 임산부건강길라잡이

- 임산부 영양교육 및 모유수유 지도

산후관리 - 육아교실

자녀신체발달 관련 부모교육
- 알쏭달쏭 우리아이 성교육

- 베이비 맛사지 부모교육

인지 언어
교육상호작용 관련 부모교육 - 자녀학습지도<이렇게 도와주세요>

교육환경제공 관련 부모교육 - 가정에 읽기 쓰기 환경 조성하기

정서 행동

부모-자녀관계

- 부모-자녀 코칭 프로그램

- 아이와 소통하는 멋진 부모되기

- 부모교육<자녀와 사랑의 대화>

자녀 정서, 사회성 지원 - 모-아 애착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녀양육관련 부모교육 -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역
연인원 실인원 연간서비

스일수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신체 건강
산전산후관리 258 4,576 4,834 59 544 603 1,401

부모교육 10,307 13,402 23,709 3,176 4,484 7,660 711

인지 언어 부모교육 11,179 17,348 28,527 2,957 4,573 7,530 1,595

정서 행동 부모교육 13,772 24,895 38,667 5,352 8,938 14,290 1,681

전체 35,516 60,221 95,737 11,544 18,539 30,083 5,388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제시된 필수서비스 안에 포함된

아동발달영역별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의 드

림스타트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부모교

육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Ⅳ-1-2〉드림스타트의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교육 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pp. 42-43.

201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단의 운영결과보고서에 의한 전국의 드림스타

트센터 발달영역별 서비스 일수와 인원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중 부모교육과

관련된 결과는 다음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
단위: 명, 일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상담원(2010). 2010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보고서. pp.

25-28.



60

영역 프로그램 기간 대상 인원(명) 횟수 내용

신체건강

산전산후

관리

해피맘헬스PG 4-11월 임산부 125 월2회
임산부건강

프로그램

아기에게 주는

엄마의 첫선물
4-11월 임산부 49 주1회

임산부

태교교실

부모교육

신체발달

부모교육
3-4월 양육자 180 2회 부모교육

엄마하고

마주보고
4-12월 아동,양육자 10 월1회

신체표현

교육

셀프쿡 영양나라 5-6월 아동, 양육자 45 5회
이유식/

영양식

식생활건강과

영양교육
5월 양육자 89 1회 부모교육

영유아안전사고예

방 응급처치교육
9월 아동,양육자 30 1회 부모교육

인지언어 부모교육

여유만만

스마일맘
4-12월 부모 전체 월1회이상 부모교육

독서지도 10,12월 양육자 128 2회 부모교육

정서행동 부모교육

마음의대화

(관계형성)
4-5월 모 (20) 8회 엄마교육

아빠는

건축가(대화기법)
5-6월 부 (13) 4회 아빠교육

부모코칭(감정코칭) 5-6월 아동,양육자 25 6회 부모교육

인터넷중독예방 6,12월 양육자 113 2회 부모교육

베이비사인/

동화구연
7-8월 아동,양육자 19 주1회 부모교육

성학대예방교육 7,10월 양육자 103 2회 부모교육

예절교육 12월 아동,양육자 80 4회 부모교육

전체 영역에서 부모교육 서비스는 실인원 기준 총 30,083명(연인원 95,737명)

에게 제공되었으며, 연간 총 서비스 일수는 5,388일이었다. 발달영역별로는 정서

행동 영역 부모교육 서비스가 제공된 인원이 실인원 14,290명(연인원 38,667명)

으로 다른 영역에 비하여 두 배 정도로 많았다. 한편 서비스 일수는 신체 건강

영역의 경우 총 2,112일로 가장 많았다.

〈표 Ⅳ-1-4〉발달영역별 부모교육 서비스 현황(대구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주: ( )속 인원은 회기별 정원임. 정확한 참석 인원의 파악이 안되는 경우임.

자료: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2010). 2010년 달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분석. pp.

6-9.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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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현황을 하나의 사례로서 대구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 2010년 성과를 통

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1년간 달서구드림스타트센터에서 제공한 부모교육

서비스를 발달영역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 <표 Ⅳ-1-4>와 같다. 전체적으로 1〜3

월을 제외한 모든 월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을 볼 수 있고, 대상은 임

산부, 양육자, 부, 모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10명에서

18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규모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서구드림스타트 센터의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센터에서 관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300 가정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공개되

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보면, 저소득층 부모에게 집

중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상에 대해서만은 매우 효과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은 방문지도사에 의한 방문교육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집체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지리적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구 아동양육서비스)와 2011년도 시범사업인 자녀생활서비스, 방

문상담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부모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교육서비스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 양육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전반

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부모교육서비스의 주 내용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증진, 영양 및 건강 지도, 생활지도 및 학교입학준비

등이며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 3회 서

비스가 지원되어 임신·신생아기(임신-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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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교육내용 교육 시기

방문교육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부모 성장

․부모-자녀 관계 증진

․영양 및 건강 지도

․생활지도

․학교입학준비

- 가족상담

- 정서지원

- 연중 5개월간 1회 이용

- 자녀 발달시기별 이용 가능

․임신·신생아기(12개월이하)

․유아기(13-48개월)

․아동기(12세 이하)

※주로 임신/신생아기 이용이 많음

지역 참여가정 지역 참여가정

서울 560 강원 610

부산 340 충북 567

대구 315 충남 614

인천 311 전북 642

광주 180 전남 1,035

대전 150 경북 1,022

울산 172 경남 884

경기 1,179 제주 78

총계 8,657

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에 나누어서 실시된다. 서비스 제공

은 1년에 5개월씩, 1회가 원칙이며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주로

자녀 출산 전·후로 1회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Ⅳ-1-5〉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형태 부모교육 내용과 시기

다음 <표 Ⅳ-1-6>은 2010년 전국적인 부모교육서비스 지원대상가정 서비스

현황을 보여준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8,657가구가 방문지도사에 의한 부모

교육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에서 서비스 수혜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았다.

〈표 Ⅳ-1-6〉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참여 가정수(2010) 
단위: 가구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a).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부모교육서비스 만족도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를 활용한 전화조사

와 방문교육 종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지도사의 방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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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필수

시간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
- 다문화가족 캠프, 가족관계·의사

소통 향상프로그램

30

패밀리데이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부부
- 다문화가족 부부이해, 관계향상프

로그램

배우자 - 다문화가족 배우자역할교육

시부모 - 고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자녀

-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 육아 및 자녀교육 코칭프로그램

- 자녀와 함께 독서지도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부모역할교육

- 부모자녀 문화프로그램 체험

자녀 - 자녀 정서·학습지원프로그램

육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전화조사로 평균 4.53점, 직접

방문에 4.66점을 보였다. 수업방식이나 내용, 지도사의 친절이나 성실도 측면에

서도 모두 4.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지도사에게 부

모교육서비스를 다시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까?” 라는 직접방문 질문에 대해서

도 4.65점을 받아 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10a).

2) 센터 방문 집체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받고 있는 부모교육은 주로 방문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의 일환으

로도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은 가족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내 갈등해결방법 지원을 통한 가족관계를 향상

시키고, 다문화가족 친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가족문화조성과 결혼이

민자 한국사회 적응 및 결혼이민자 출신국 이해를 통한 가족화합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의 사업 내용은 <표 Ⅳ-1-7>와 같다.

〈표 Ⅳ-1-7〉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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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합계 비율

274,499 100.0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 38,282 13.9

패밀리데이 10,924 4.0

부부 7,189 2.6

배우자 3,571 1.3

시부모 1,428 0.5

부모-자녀 26,239 9.6

자녀 38,196 13.9

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주요 프로그램 내용

필수

시간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과 적응 20

한국사회

적응교육
- 건강, 교육, 임신, 출산 전반 교육 20

결혼과가족의 이해 - 결혼과 가족의 이해 5

볍률관 인권 -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5

소비자경제교육 - 가정설계, 다문화자녀경제교육 선택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과정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사

회이해과정
선택

(표 Ⅳ-1-7 계속)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다문화사회이해교육은 다문화가족 부모,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을 위한 것이며, 부모교육은 주로 가족통합교육 중에서 ‘부모-자녀’ 영역에서 실

시된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육아 및 자녀교육

코칭프로그램, 자녀와 함께 독서지도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역할교육, 부모

자녀 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이 있으며, 이는 특별히 영유아 자녀 부모만을 대상

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부모-자녀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거나 육아 및 교육에 일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가족통합교육 전체에 할당되어 있는 필수운영시

간이 30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자녀’를 부모교육에 실제로 배당되는 시간수는

그리 많지 않다.

〈표 Ⅳ-1-8〉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총 이용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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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세부사업영역

합계 비율

274,499 100.0

가족

통합

및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62,731 22.9

한국사회적응교육 56,251 20.5

결혼과가족의 이해 7,977 2.9

볍률관 인권 9,004 3.3

소비자경제교육 7,141 2.6

사회통합 다문화이해과정 5,566 2.0

(표 Ⅳ-1-8계속)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10b).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조사한 2010년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총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업에서 ‘부모-자녀’ 관

련 사업은 9.6%에 해당하여 연간 3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는 많지 않아 보인

다. 결혼이민자와의 면담에서도 대부분 방문부모교육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있으

나, 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업에 대한 전국 평균 만족도는 4.55점으로 나

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 외 배우자, 시부모 등의 참여 저

조, 체험 프로그램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부모가 프로그램 참여시 자녀를 돌봐줄 공간

및 인력 부족, 흥미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강의 내용 등이 있다.

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대표

적인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부모특성

을 강조하여 한부모에 맞춤되어 있는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센터는

찾아보기 힘들고 여성단체 등이 이끄는 자발적인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든지 부모가 처한 상황적 특성, 즉 드러내고 싶지 않은 특수 상황

으로 인터넷 까페 등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모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가 2009년 6월 「서울특별시 한부

모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목적은 한부모에게 자립을 위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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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워주고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지

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사업, 위기지원사업을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혼모에 대한 부모교육 사업에 많

은 비중을 두고 ‘도담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미혼모들이 학업을 계속하

고 아울러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부모 가

정 지원을 위한 이러한 사업은 2년여의 시간 동안 운영한 결과 자리를 잡아가

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같은 지자체 지원 기관을 제외하면, 전국조직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한부

모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기관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운영하

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한부모가

정연구소(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부설로 서울시에 설립된 이래, 2011년

현재 서울시 중앙 센터를 비롯해 광주, 울산, 구미, 강원, 경기 지역 등 전국 10

개 도시에 11개의 지역 센터를 두고 있다. 전국 회원 수는 1만 여명으로 추산되

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가 기관은 아니나 한부모 가정 부모교육의 주도적 기관

으로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는 ‘한부모가정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일정 교육기간을 거치고 일정 자격을 갖춘 한부모가정지도사

는 2011년 현재 1,000여명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부모교육자로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강사와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부모교육, 또는 부모-자녀 관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부모는 영유아기 자녀부터 청소년기까지 모두 포

함하고 있는 대상이다. 특히 싱글 대디에 대한 교육을 회기를 두고 장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회기당 15〜20명의 한 부(父)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대상이 직장인인지, 저소득으로 인

한 재택자인지 확인 후 주말 또는 평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남성 한부

모인 경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1회기 10회 참석을 조건으로 20만원의 교

통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부

모가정센터의 부모대상 연간 사업계획은 다음 <표 Ⅳ-1-9>와 같다. 참여 수요는

많으나 교육공간의 협소로 인해 매회 20여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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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참여대상 및 인원

1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설맞이 정기모임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2월

방학맞이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한부모가정 아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청소년 10명

한부모가정 아동 10명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3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4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경기도 유아교육기관200명

5월

한부모가정 어린이날 축제행사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부모 및 자녀 100명

-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100명

6월

한부모가정 부모-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부모역할 강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

한부모가정 자원봉사자 양성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한부모가정 부모 20명

경기도 유아교육기관200명

총 28시간

〈표 Ⅳ-1-9〉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2009년 기준-상반기)

자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2010). 2009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고.

라.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 공공기관으로써 부모교육이 주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2001년 4개소를 시작으

로 매년 확대 설치를 계획하여 2008년까지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에 16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2006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사업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센터수를 보면, 2006

년 38개소에서 2010년 37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센터 운영을 비한 지원비

도 2006년 36억원에서 2010년 35억 2,1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여성 농업인센터의 주 사업은 여성농어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

육, 각종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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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상담 여성 농업인과 지역 여성들의 고민과 애환을 상담함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생활문화교실

여성농업인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게 도우며 교양

강좌 및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제공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교육

- 한국농업의 이해, 농업 경영 교육

- 지역농업의 발전과 여성농민의 역할

- 친환경·저비용 고품질 농업교육

- 건강교실, 여성교실, 자녀교육, 문화교실

어린이집 운영

여성농업인들의 보육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여성농업인의 사교육비 부담을 축소하고 자녀들에게 학습

지도와 생활지도 제공

도농교류
농사현장 체험학습, 녹색체험마을 견학, 도시와 농촌이 함

께하는 어린이 캠프 등

년도 부모교육 내용 강사 시간수

2007

우리 아이 건강 어떻게 지킬까?

-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행복하다
한의사 2

우리 아이 인성 어떻게 키울까?

- 세대의 흐름 속에 나타난 정서와 삶
서예가 2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

- 부모가 알아야 할 아름답고 소중한 성
부모교육강사 2

우리 아이에게 세상을 어떻게 보여줄까?

- 신문을 보면 자녀의 삶이 바뀐다
부모교육강사 2

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임실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 내용을 통해 참

고할 수 있다.

〈표 Ⅳ-1-10〉여성농업인센터 사업내용

주: 임실 여성농업인센터(2011) 웹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여성농업인센터에서의 부모교육은 여성농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농한

기에 부모역할 교육이나 자녀지도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교육 대상

자는 영유아 자녀를 지닌 부모에 국한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부모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여비와 교재비는 거의 무료이며 소정의 활동 재료비를 받는 경

우가 있었다. 강원도 양구군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농민이 아닌 일반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횡성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다

양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좌 내용은 다음 <표 Ⅳ-1-11>과 같다.

〈표 Ⅳ-1-11〉여성농업인센터 부모교육 강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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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부모교육 내용 강사 시간수

2011

글로벌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부모교육강사 4

자녀 독서지도 부모교육강사 2

자녀교육관 정립 부모교육강사 2

(표 Ⅳ-1-11 계속)

주: 횡성 여성농업인센터(2011) 웹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부모교육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각 여성농업인센터의 웹

사이트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자료가 탑재되고 있다. 탑재된 자료에는 아동학

대나 체벌, 자녀와 대화하는 법, 자녀 교육시 고려할 점 등이 있다.

농촌에서 부모교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마.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지원법을 근거로, 가족문제 발생

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하여 138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건강가정지원센터, 2010).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영역은 가

족기능강화교육, 가족돌봄지원, 가족친화사회환경, 가족문제해결상담, 다양한가

족통합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6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다

양한 가족이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맞벌이, 장애아, 세터민, 군인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부모특성

을 가진 부모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기능강화교육(일명 가족교육사업)을 보면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포함되고 이 중 중요한 프로그

램이 부모교육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Ⅳ-3-1>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

육사업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정리

한 결과이다. 이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영유

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으나 ‘찾아가는 아

버지교육’이나 가족성장아카데미의 내용을 보면 영유아부모도 대상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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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대상 회기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청소년기

부모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1,594 41,548

부모-자녀간 효과적인 대화방법

자녀의 컴퓨터 중독 예방방법

자녀의 학습진로 및 지도방법

자녀의 생활설계 지도방법 등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대학생포함

일반

성인남녀

1,367 40,453

남성의 가족생활참여의 중요성

결혼 및 출산의 중요성

나의 성역할 의식 측정

성인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

부부간 은퇴 후 가족생활 설계 등

예비부부/

신혼기

부부교육

예비부부

신호기부부
1,123 34,087

출산의 중요성

서로의 차이점 인정하기

신혼기부부 갈등요인과 해결방법

가족계획

예비부모교육 등

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족구성원

누구나
662 28,962

건강가정과 가정의 사명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증진

부모코칭

일-가정의 조화/가족역할 공유

가족자원 봉사 등

<표 Ⅳ-2-1>에 나타난 회기수와 참여자 수는 전국 138개 센터 전체의 수치를

총합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사람이 11만 8천여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

양한 유형을 가정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한 센

터 기능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부모교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은 아쉬운 실정이다.

〈표 Ⅳ-2-1〉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프로그램 유형
단위: 회기, 명

출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010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의 전체적은 윤곽과 사업의 성격에 대해 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여 지역 센터로 보내게 되면, 지역센터는 주어진 사업 영역 안

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고 수요을 감안하여 조금씩 융통성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된다. 다음에 주어진 <표 Ⅳ-2-2>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곳의

사업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교육사업 영역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비교

해볼 수 있다.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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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일자 회기 인원

서울시

구로구

결혼준비교실 4월~10월 6회기 96명

엄마아빠가 배우는 놀이치료 9월~10월 8회기 116명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5월 4회기 57명

중년기 노후생활설계 5월~9월 7회기 107명

MBTI로 보는 우리가족 4월 4회기 35명

에고그램을 통한 가족이해 2월~10월 12회기 125명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 3월~11월 12회기 112명

가족친화/남성교육 4월~12월 10회기 251명

우리 엄마의 새로운 이름 가베지도사 6월~9월 12회기 166명

대구시

수성구

‘대구은행’찾아가는 부모교육 1월 1회기 30명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건축가 3월 4회기 140명

예비/신혼부부 교육 4월~12월 8회기 60명

신바람나는 육아! 똑소리나는 엄마 6월~7월 10회기 131명

찾아가는 가족생활교육
6월,7월,

11월,12월
4회기 160명

ADHD!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7월 2회기 54명

부모교육 8월~10월 10회기 285명

남성가족생활교육 12월 2회기 17명

로구 센터에서는 ‘엄마아빠가 배우는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구

시 수성구 센터에서는 ‘신바람나는 육아! 똑소리나는 엄마’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육아, 놀이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아동기 부모교육이나 직장방문 아버지교육, 부모-자녀 관계개선 교육 등

폭넓은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가 8~10회기 등으로 여러 주기

에 걸쳐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2〉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운영현황(일부 사례)
단위: 회기, 명

2.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가. 보육정보센터

2011년 7월 현재 전국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총 60개의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

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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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계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수 38 20 53 57

비율 66.7 35.0 93.0 100.0

서비스 유형 내용 대상 횟수

부모대상교육

<우리가족 양육의 힘 기르기>어머니교육:
부모-자녀 마음을 이어주는 비폭력 대화

만 5세이하 영유아
어머니

1회

생태부모교육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독서의 계절 가을에 만나는 그림책을 통
해 자녀 키우기 부모교육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애착
증진 부모교육>: 행복한 마음맞추기

만 5세이하 영유아
부모

1회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애착증진 놀이프로그램>다문화가족
33-46개월 영아와
다문화가족 부모

월 4회

<애착증진 놀이프로그램>조부모
33-46개월 영아와

조부모
월 4회

베이비마사지
2-15개월 영아와

부모
월 4회

육아정보 영양 건강 관련 정보 수시

2011a, p. 351).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

(2009.6.30개정)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홈페이지를 통

한 육아정보 제공과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부모교육 프

로그램으로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

여하는 자녀 발달 증진을 위한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전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료이며 후자의 경우는 유료인 경우도 있다. 또한 육아정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전국의 보육정보센터

에서 부모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Ⅳ-2-3〉보육정보센터의 부모 대상 서비스 현황
단위: 개소, %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므로

제외함. 2010년 12월, 2011년 1월에 신설된 보육정보센터 3개소는 포함하지 않았음.

〈표 Ⅳ-2-4〉서비스유형별 프로그램 내용(서울시 M자치구 보육정보센터 사례)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73

기관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일반연수

단기과정

(8개)

가족과 함께하는 숲놀이 1-3기

마음이 우선인 뇌발달 교육

흙·자연·놀이 공동체 교육

톡! 톡! 언어발달 도와주는 자녀교육방법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체활동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육아의 지혜

일반연수 심화과정 2개(2010년 기준)

학부모 동아리운영 4개(2010년 기준)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멀티교육연수 10시간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연수

프로그램

(3개)

아이사랑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가정 연수

함께 성장하는 부모되기 정보화 연수

행복한 아이 만들기 위해 함께 하는 특강

나.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본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에게는 적절한 육아정보 및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6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유아교육연구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교재·교구 개발, 유아체험 프

로그램 제공, 유아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각 유아교

육진흥원별로 다양한 학부모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학부모 연수 대상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라고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학부

모 프로그램도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Ⅳ-2-5>는 6개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연수 프

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지역 진흥원별로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내용이나 개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울산 및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을 제외한 서울, 울산, 광주, 부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연중 10회 이상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부모교육은 다른 기관의 부모

교육과 달리 모든 프로그램이 영유아를 위한 부모 교육이며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Ⅳ-2-5〉2011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74

소속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부모연수

프로그램

(13개)

자녀의 오감발달을 위한 학부모 요리교실

유아의 두뇌발달을 위한 종이접기

건강한 유아, 행복한 가정 학부모 연수

우리 아이 쑥쑥 키우는 성장 마사지

자녀의 오감발달을 위한 아빠 요리 교실

세상을 움직이는 유아 리더쉽

오르프(음악활동)를 통한 행복 충전

웃음꽃이 피는 우리집-웃음치료

종이접기로 만드는 생활용품

생활 공예품 만들기

그림책 여행

유아 미디어 놀이

유아기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법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부모

효율성 강화

학부모 연수

(4개)

성격유형검사

우리 아이 행복한 인재로 키우기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는 대화법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돕는 좋은 부모 되기

체험활동

학부모 연수

(4개)

팝업북 만들기

웃음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숲체험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표 Ⅳ-2-5 계속)

다.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이트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강의 양식이나 읽을 수 있도록 탑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산, 광주, 인천, 경남, 경북, 제주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나 ‘좋은 학부모교실’을 일선 학교에서 개설하여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교육은 대부분 초등학교

에서 열리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내용에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만

이 유아에 한정하여 학부모 연수를 개설하고 있어 눈에 띄기는 하나 이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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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교육청
- 자녀교육 도움방 (부모교육자료, 예비학부모도움방)

-『학부모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교육청 - 부모교육자료 탑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11 유아 학부모 연수 개설

- 유아교육 학부모마당에 도움이 되는 자료 탑재

대구광역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 학부모 교육-자유강의 보기

- 28개의 강좌개설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 대상 부모교육)

인천광역시 교육청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 사이버교육

울산시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충남 교육청 - 학부모교육자료 탑재(학습방, 멀티방, 영상방, 교육소식)

충북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전남 교육청 -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탑재

전북 교육청 - 학부모 교양자료 탑재

경남 교육청
- 사이버 특강, 사이버 학부모 교실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좋은 학부모 교실

경북 교육청 - 좋은 학부모 교실

강원 교육청 - 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열린 강좌 운영

제주 교육청

- 사이버 학부모교실

- 거점기관을 통한 학부모교실

-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모 연수 54개 과정, 62회 중에서 1개 과정 4회에 불과하다. 요약하자면,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거나 주관하는 부모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으며, 영유아 부모는 교육청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Ⅳ-2-6〉시·도교육청별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Ⅴ.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포커스집단 면접 내용을 분석하

여 각각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먼저 부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부모교육 참여 실태와 현황, 요구 등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나타난 집단 의견들을 총합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 참여자 특성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부모를 부모특성별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부모들은 총 1,002명이었고 특성별로 맞벌이 부모 250

명, 한부모 150명, 다문화 부모 150명, 농어촌 부모 199명, 저소득층 부모 253명

이었다. 응답자는 어머니가 91.2%로 대다수였고, 아버지는 8.5%, 조부모는 0.3%

있었다. 그 외 부모의 특성 및 가구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각 시도 거주

자는 2.5~9.1% 있었으며 소재지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 68.1%, 읍면지역 27.3%,

중소도시 4.6% 순으로 많았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2%로 가

장 많았고 2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각각 16.5%, 16.8%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는 8.6%있었다.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인 경우

가 53.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인 경우가 22.0%,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가

24.7%있었으며 직업은 가정주부인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

무직/경영 관리직/전문직과 같은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24.9%, 판매 영업 서비

스직/기능 숙련직/생산 노무직과 같은 블루칼라인 경우가 20.7%로 많았다. 자

녀의 수는 1명인 경우가 46.6%, 2명인 경우가 42.4%로 비슷했고 3명 이상인 경

우도 11.0%있었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Ⅴ-1-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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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비율(수) 특성 비율(수)

부모특성 가구소득

맞벌이 부모 25.0(250) 200만원 미만 50.2(502)

한부모 15.0(150) 200∼299만원 16.5(165)

다문화 부모 15.0(150) 300∼399만원 16.8(168)

농어촌 부모 19.9(199) 400∼499만원 10.2(102)

저소득층 부모 25.2(253) 500만원 이상 6.3( 63)

응답자 지역규모

부 8.5( 85) 대도시 68.1(682)

모 91.2(914) 중소도시 4.6( 46)

조부／조모 0.3( 3) 읍 면 27.3(274)

거주지역

서울 28.8(289) 강원 3.0( 30)

부산 9.1( 91) 충북 4.2( 42)

대구 6.8( 68) 충남 3.3( 33)

인천 9.1( 91) 전북 2.5( 25)

광주 5.2( 52) 전남 5.0( 50)

대전 5.3( 53) 경북 4.9( 49)

울산 3.8( 38) 경남 3.9( 39)

경기 5.2( 52)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 응답자 직업

해당 8.6( 86) 농/임/어업 2.9( 29)

비해당 91.4(916) 자영업 7.2( 72)

응답자 학력 블루칼라 20.7(207)

고졸 이하 53.4(535) 화이트칼라 24.9(249)

전문대졸 22.0(220) 가정주부 42.8(429)

4년제 대졸 23.5(235) 학생 0.7( 7)

대학원졸 이상 1.2( 12) 무직/기타 0.9( 9)

자녀수

1명 46.6(467) 3명 9.3( 93)

2명 42.4(425) 4명 1.7( 17)

전체 100.0(1,002)

〈표 Ⅴ-1-1〉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2. 부모교육 참여 실태
먼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의 필요성 인식을 알아보고 실

제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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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
2
(df)

전체 80.4 19.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84.8 15.2 100.0(250)

한부모 81.3 18.7 100.0(150)

다문화 부모 65.3 34.7 100.0(150) 29.45(4)
***

농어촌 부모 86.4 13.6 100.0(199)

저소득층 부모 79.8 20.2 100.0(253)

응답자

부 57.6 42.4 100.0( 85) 31.22(1)***

모 82.7 17.3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9.7 20.3 100.0(502)

200∼299만원 77.6 22.4 100.0(165)

300∼399만원 76.8 23.2 100.0(168) 10.42(4)
*

400∼499만원 88.2 11.8 100.0(102)

500만원 이상 90.5 9.5 100.0( 63)

가.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경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0.4%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 중 아버지의 경우는

57.6%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하여 어머니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적었다. 부모 및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부모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

로 다문화 및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와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

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외에 부모학력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Ⅴ-2-1〉부모교육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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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발달 및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껴본 경험에 대해 조

사한 결과 92.8%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

는 부모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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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
2
(df)

전체 92.8 7.2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95.6 4.4 100.0(250)

한부모 89.3 10.7 100.0(150)

다문화 부모 89.3 10.7 100.0(150) 9.18(4)

농어촌 부모 94.5 5.5 100.0(199)

저소득층 부모 92.9 7.1 100.0(253)

응답자

부 83.5 16.5 100.0( 85) 11.92(1)
***

모 93.7 6.3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2.8 7.2 100.0(502)

200∼299만원 90.9 9.1 100.0(165)

300∼399만원 90.5 9.5 100.0(168) 6.85(4)

400∼499만원 96.1 3.9 100.0(102)

500만원 이상 98.4 1.6 100.0( 63)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
2
(df)

전체 26.4 73.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24.8 75.2 100.0(250)

한부모 20.0 80.0 100.0(150)

다문화 부모 34.7 65.3 100.0(150) 9.02(4)

농어촌 부모 25.6 74.4 100.0(199)

저소득층 부모 27.7 72.3 100.0(253)

〈표 Ⅴ-2-2〉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경험 여부
단위: %(명)

*** p < .001

나. 부모교육 참여 경험
현재 만 5세 이하인 자녀를 임신한 이후 온라인 교육을 제외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가 26.4%로 적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버지가 11%인데

비해 어머니는 그 보다 2배 이상 많은 27.9%였다. 그 외 부모특성 집단별로는

경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Ⅴ-2-3〉자녀 임신 후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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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간

부족

교육

정보

모름

자녀

돌볼

사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장소

까지

갈 수

없음

교육

필요

없음

이미

받았음
기타 계(수)

전체 39.7 29.8 17.3 6.0 2.9 2.4 1.6 0.3 100.0(735)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58.5 20.7 7.4 4.8 3.7 1.6 2.1 1.1 100.0(188)

한부모 52.9 20.2 13.4 5.0 3.4 5.0 0.0 0.0 100.0(119)

다문화 부모 32.7 49.0 12.2 4.1 0.0 2.0 0.0 0.0 100.0( 98)

농어촌 부모 23.8 32.7 25.9 6.8 6.1 2.0 2.7 0.0 100.0(147)

저소득층부모 28.4 32.8 25.7 8.2 0.5 2.2 2.2 0.0 100.0(183)

응답자

부 46.7 26.7 5.3 14.7 1.3 2.7 1.3 1.3 100.0( 75)

모 39.1 30.3 18.4 4.9 3.0 2.4 1.7 0.2 100.0(657)

　구분 있다 없다 계 X
2
(df)

응답자

부 11.8 88.2 100.0( 85) 10.38(1)**

모 27.9 72.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5 72.5 100.0(502)

200∼299만원 26.7 73.3 100.0(165)

300∼399만원 23.2 76.8 100.0(168) 1.81(4)

400∼499만원 27.5 72.5 100.0(102)

500만원 이상 22.2 77.8 100.0( 63)

(표 Ⅴ-2-3 계속)

** p < .01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교

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을 어디

에서 받는지 알 수 없어서 29.8%,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서 17.3% 있었

다. 부모특성별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 부모의 경우 시간

이 없어서인 경우보다 부모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 알 수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고 농어촌 저소득 부모의 경우 다른 특성의 부모에 비하여 자녀를 대신 봐

줄 사람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부모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인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Ⅴ-2-4〉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주: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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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개 2개 3개 4개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87.5 8.7 3.4 0.4 100.0(265) 1.2(0.4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90.3 6.5 3.2 0.0 100.0(62) 1.1(0.42)

한부모 90.0 6.7 3.3 0.0 100.0(30) 1.1(0.43) 0.83

다문화 부모 92.3 5.8 1.9 0.0 100.0(52) 1.1(0.36)

농어촌 부모 84.3 11.8 2.0 2.0 100.0(51) 1.2(0.58)

저소득층 부모 82.9 11.4 5.7 0.0 100.0(70) 1.2(0.5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4.8 10.1 5.1 0.0 100.0(138) 1.2(0.51)

200∼299만원 95.5 4.5 0.0 0.0 100.0( 44) 1.0(0.21) 1.53

300∼399만원 87.2 12.8 0.0 0.0 100.0( 39) 1.1(0.34)

400∼499만원 89.3 7.1 3.6 0.0 100.0( 28) 1.1(0.45)

500만원 이상 85.7 0.0 7.1 7.1 100.0( 14) 1.4(0.9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87.1 8.6 3.6 0.7 100.0(139) 1.2(0.51)

전문대졸 88.9 11.1 0.0 0.0 100.0( 63) 1.1(0.32) 0.55

4년제졸 이상 873 6.3 6.3 0.0 100.0( 63) 1.2(0.53)

1) 참여 프로그램 수 및 참여 횟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 265명에게 지금까지 참여한 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87.5%가 1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평균 1개였다. 이는 부모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Ⅴ-2-5〉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수
단위: %(명), 개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짜리

프로그램이 58.2%로 가장 많았고, 한편 5회 이상이었던 프로그램이 15.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모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저소득 부모는 특히

1회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5회 이상

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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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전체 58.2 14.6 6.4 5.5 15.2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78.1 11.0 1.4 1.4 8.2 100.0( 73)

한부모 57.1 17.1 2.9 8.6 14.3 100.0( 35)

다문화 부모 37.3 13.6 1.7 8.5 39.0 100.0( 59)

농어촌 부모 41.5 24.6 15.4 9.2 9.2 100.0( 65)

저소득층 부모 67.7 10.4 8.3 3.1 10.4 100.0( 96)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전체 265 4.9(9.50) 1 ~ 60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62 2.2( 2.68)
a

1 ~ 13

한부모 30 3.0( 3.17)
a

1 ~ 14 12.94
***

다문화 부모 52 12.7(17.11)b 1 ~ 60

농어촌 부모 51 3.9( 6.92)
a

1 ~ 48

저소득층 부모 70 3.1( 5.12)
a

1 ~ 30

〈표 Ⅴ-2-6〉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횟수
단위: %(건)

부모가 참여한 모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횟수를 합한 총 횟수는 1~60회로

다양했고 평균 4.9회였으며 이는 부모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하여 다문화 부모들은 총 참여횟수가 최대 60회, 평균 약 13회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7〉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총 횟수
단위: 명, 회

주: a, b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01

2)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부모 특성에 상관없

이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

구, 친척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특성별로 살

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경우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안 경우가 80.8%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대다수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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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의

문자나

전화

TV,신

문,잡지

광고

인터넷

홍보

길거리

전단,

홍보물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60.0 0.0 5.0 5.0 15.0 15.0 100.0(60)

한부모가정 63.3 0.0 0.0 6.7 20.0 10.0 100.0(30)

다문화가정 80.8 1.9 1.9 0.0 3.8 11.5 100.0(52)

농어촌가정 59.2 4.1 2.0 4.1 12.2 18.4 100.0(49)

저소득층가정 53.6 5.8 1.4 2.9 27.5 8.7 100.0(69)

로부터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으나 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로가 낮은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개 있는 데 반하여 드

림스타트센터는 전국 101개 지역(2010년 기준)에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가 부모교육에 직결되는 데 반하여 드림스타트센터의 부모교육

은 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참여자의 수나 참여시수가 다문화 가

정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의 문자나 전화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친구, 친척 등 지인의 소개’이며 저소득층 가정에서 높게 나타

났다. ‘TV, 신문, 잡지, 광고’나 ‘길거리 전단, 홍보 안내물’은 10% 정도를 차지

하였으며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부모들은 응답자

260명 중에 6명으로 2%대에 그쳤다.

〈표 Ⅴ-2-8〉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3)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부모역할과

훈육방법에 대한 것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이 각각

약 17%정도씩 있었고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내용은 7.0%로 적었다.

부모의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는 상대적으로 발달을 돕는 놀

이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고 한부모와 저소득 부모는 바람직한 부

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경험이, 다문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부모교육이, 농어촌 부모는 바람직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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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바람
직한
부모
역할

건강,
영양,
안전
관리

영유아
발달
이론

놀
이
방
법

부모로
서의
자질
향상

한
국
어

사회성,
리더십

영
재
교
육

임신,
출산,
육아

기
타

계(수)

전체 35.2 17.4 16.8 16.5 7.0 1.5 0.6 0.6 0.6 3.7 100.0(327)

부모특성

맞벌이부모 28.8 16.4 15.1 31.5 2.7 0.0 1.4 1.4 0.0 2.7 100.0(73)

한부모 42.9 8.6 20.0 11.4 5.7 0.0 2.9 0.0 5.7 2.9 100.0(35)

다문화부모 24.1 29.3 17.2 6.9 10.3 6.9 0.0 0.0 0.0 5.2 100.0(58)

농어촌부모 44.6 15.4 7.7 13.8 13.8 1.5 0.0 0.0 0.0 3.1 100.0(65)

저소득층부모 37.5 15.6 22.9 14.6 4.2 0.0 0.0 1.0 0.0 4.2 100.0(96)

　구분
바람직한
부모역할,
훈육방법

영유아의
발달 이론

건강,영양,
안전관리

놀이 방법
부모자질
향상

기타 계(수)

전체 37.4 17.4 16.2 14.7 7.2 7.2 100.0(265)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29.0 17.7 14.5 30.6 3.2 4.8 100.0(62)

한부모 46.7 20.0 3.3 13.3 6.7 10.0 100.0(30)

다문화 부모 25.0 17.3 30.8 5.8 9.6 11.5 100.0(52)

농어촌 부모 47.1 7.8 13.7 13.7 11.8 5.9 100.0(51)

저소득층부모 42.9 22.9 14.3 8.6 5.7 5.7 100.0(70)

모역할 및 훈육방법과 부모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부모교육 경험이 많았다.

〈표 Ⅴ-2-9〉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
단위: %(건)

가장 유용했던 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것이 37.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영유아의 건

강 영양 안전 관리,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이 각각 17.4%, 16.2%, 14.7%로 많았

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농어촌 자소득층 부모의 경우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이 유용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맞벌이 부모의 경우는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을, 다문화 부모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대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해석시 부모 중 하

나의 프로그램만을 경험해본 부모가 약 88%이었고 가장 많이 참여한 부모교육

내용이 바람직한 부모역할이었던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Ⅴ-2-10〉가장 유용했던 부모교육의 내용
단위: %(명)

주: 빈도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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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첫째 둘째

기타 계(수)
3세 4세 2세 0세 5세 1세 4세 2세 3세

전체 15.2 13.4 11.6 11.0 8.8 7.6 5.5 4.3 4.3 18.3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12.3 9.6 16.4 5.5 12.3 9.6 6.8 2.7 4.1 20.5 100.0(73)

한부모 2.9 20.0 5.7 20.0 11.4 20.0 5.7 2.9 0.0 11.4 100.0(35)

다문화 부모 22.0 8.5 20.3 23.7 3.4 10.2 1.7 3.4 0.0 6.8 100.0(59)

농어촌 부모 16.9 12.3 7.7 4.6 9.2 3.1 3.1 1.5 9.2 32.3 100.0(65)

저소득층부모 16.7 17.7 7.3 8.3 8.3 3.1 8.3 8.3 5.2 16.7 100.0(96)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7.8 13.9 11.1 13.9 7.2 7.2 6.1 5.6 2.8 14.4 100.0(180)

200∼299만원 12.5 16.7 8.3 12.5 4.2 14.6 2.1 2.1 2.1 25.0 100.0( 48)

300∼399만원 19.6 13.0 13.0 0.0 8.7 2.2 6.5 4.3 10.9 21.7 100.0( 46)

400∼499만원 6.3 9.4 12.5 3.1 21.9 6.3 9.4 0.0 9.4 21.9 100.0( 32)

500만원이상 5.0 10.0 15.0 15.0 15.0 10.0 0.0 5.0 0.0 25.0 100.0( 20)

4) 부모교육 참여 시기 및 개설 시간
부모교육에 참여했을 당시 자녀의 출생순위와 연령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자녀

인 경우가 67.6%로 둘째 자녀인 경우 14.1% 보다 훨씬 많았다. 참여 시 첫째

자녀의 연령은 3세, 4세, 2세, 0세, 5세, 1세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집단의 특

성이 아닌 개인의 상황이 많이 작용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Ⅴ-2-11〉부모교육 참여 당시 해당 자녀의 연령
단위: %(건)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인 경우가 86.2%로 주말인 경

우보다 훨씬 많았고 평일 중에서는 오전 시간이 전체 중에서 51.5%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평일 오후가 26.2%로 많았다. 부모 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 다른 유형의 부모들에 비하여 주말에 참여한 경우가 많

았고 저소득 부모는 특히 평일 오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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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계(수)

전체 51.5 26.2 8.5 8.2 3.0 2.4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3.8 24.7 6.8 21.9 1.4 1.4 100.0(73)

한부모 17.1 28.6 25.7 8.6 14.3 5.7 100.0(35)

다문화 부모 49.2 35.6 1.7 0.0 6.8 6.8 100.0(59)

농어촌 부모 49.2 35.4 7.7 6.2 0.0 1.5 100.0(65)

저소득층 부모 72.9 14.6 8.3 4.2 0.0 0.0 100.0(96)

　구분 전체
부모특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37.8 49.3 31.4 20.3 38.5 4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7 1.4 0.0 59.3 7.7 0.0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 11.5 9.6 45.7 0.0 4.6 12.1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6.5 6.8 2.9 5.1 10.8 5.5

사회복지관 4.6 6.8 8.6 0.0 4.6 4.4

교육청 4.0 4.1 0.0 0.0 13.8 1.1

문화센터 4.0 4.1 0.0 1.7 1.5 8.8

보건소 2.8 0.0 0.0 8.5 3.1 2.2

〈표 Ⅴ-2-12〉부모교육 개설 시간
단위: %(건)

5) 주최기관과 장소
부모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7%,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이 11.5%로 많았으며 기타 기관으로는 (대)학교, 교회, 유아용품업

체, 학습지 회사, 언론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특성별로 차이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농어촌 저소득층 부모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주

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의 경우는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 프로그램, 다문화 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가 가장 많았다. 또한 농어촌 부모는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

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주최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부모는 사회단체 및 사설기관

과 문화센터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

〈표 Ⅴ-2-13〉부모교육 주최기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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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어린이집 20.4 학습지 3.0

유치원 13.7 교육청 2.1

집 8.5 주민센터 2.1

문화센터 7.6 대학교 1.5

복지관 5.8 병원 1.2

보건소 4.3 언론사 0.9

다문화 센터 4.0 도서관 0.9

미혼모 보호시설 4.0 출판사 0.9

구청 3.4 기타 12.5

교회 3.0

계(수) 100.0(328)

　구분 전체
부모특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

보육정보센터 2.5 2.7 2.9 0.0 3.1 3.3

건강가정지원센터 2.5 0.0 0.0 3.4 4.6 3.3

출판사 2.2 5.5 0.0 0.0 1.5 2.2

병원 1.5 4.1 2.9 0.0 0.0 1.1

유아교육 진흥원 1.2 1.4 0.0 0.0 1.5 2.2

기타 6.0 4.1 5.8 1.7 4.6 12.1

계 100.0(323)

(표 Ⅴ-2-13 계속)

부모교육이 이루어진 장소로는 어린이집이 2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13.7%, 집 8.5%, 문화센터 7.6%, 복지관 5.8%, 보건소 4.3% 순으로 나타

났다.

〈표 Ⅴ-2-14〉부모교육 교육장소
단위: %(건)

6) 교육형태와 강사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교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1회성 집단 강의 형식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단 장기간의 정기적 프로그램이 16.8%로 많

았으며 가정방문 부모교육, 체험활동 위주 워크숍,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경우는 적었다. 부모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저소득층 부모는 1회성 집단강의

에 참여한 경우가 70%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 부모는 가정방문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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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아동

관련

전문가

주최

기관

인력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관공서

직원
의사 기타 계(수)

전체 39.0 28.8 22.4 5.2 2.5 2.1 100.0(326)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3.8 24.7 24.7 2.7 2.7 1.4 100.0(73)

한부모 34.3 14.3 42.9 2.9 5.7 0.0 100.0(35)

다문화 부모 24.1 50.0 12.1 3.4 5.2 5.2 100.0(58)

농어촌 부모 46.2 27.7 13.8 10.8 1.5 0.0 100.0(65)

저소득층부모 41.1 25.3 25.3 5.3 0.0 3.2 100.0(95)

　구분
1회성
집단
강의

단기/장
기간의
정기적
프로그램

가정방문
부모교육

1회성
체험활동
위주
워크숍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계(수)

전체 61.6 16.8 9.1 7.3 5.2 100.0(328)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72.6 8.2 1.4 11.0 6.8 100.0(73)

한부모 48.6 22.9 14.3 5.7 8.6 100.0(35)

다문화 부모 33.9 20.3 35.6 8.5 1.7 100.0(59)

농어촌 부모 63.1 23.1 4.6 9.2 0.0 100.0(65)

저소득층부모 74.0 14.6 0.0 3.1 8.3 100.0(96)

에 참여한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 농어촌 부모는 다른 유형의 부

모에 비하여 단 장기의 정기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표 Ⅴ-2-15〉부모교육 교육형태
단위: %(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강사로는 교수를 비롯한 아동관련 전문가였던 경우가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최기관 인력 28.8%,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 22.4%로 많았다. 그 외 관공서 직원, 의사 등이 있었다. 이는 부모특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맞벌이 농어촌 저소득 부모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강사는

아동관련 전문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한부모의 경우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 다문화 부모의 경우는 주최기관인력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Ⅴ-2-16〉부모교육 강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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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전체 33.8 47.0 17.7 1.2 0.3 100.0(328) 4.13

부모특성

맞벌이 부모 41.1 46.6 12.3 0.0 0.0 100.0( 73) 4.29

한부모 37.1 51.4 8.6 2.9 0.0 100.0( 35) 4.23

다문화 부모 52.5 32.2 11.9 1.7 1.7 100.0( 59) 4.32

농어촌 부모 29.2 46.2 24.6 0.0 0.0 100.0( 65) 4.05

저소득층 부모 18.8 55.2 24.0 2.1 0.0 100.0( 96) 3.9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1.7 46.7 18.9 2.2 0.6 100.0(180) 4.07

200∼299만원 35.4 52.1 12.5 0.0 0.0 100.0( 48) 4.23

300∼399만원 39.1 39.1 21.7 0.0 0.0 100.0( 46) 4.17

400∼499만원 37.5 56.3 6.3 0.0 0.0 100.0( 32) 4.31

500만원 이상 25.0 45.0 30.0 0.0 0.0 100.0( 20) 3.95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34.5 45.6 17.5 1.8 0.6 100.0(171) 4.12

전문대졸 26.3 50.0 22.4 1.3 0.0 100.0( 76) 4.01

4년제졸 이상 38.2 47.4 14.5 0.0 0.0 100.0( 81) 4.26

이들이 참여했던 부모교육의 주최 및 교육형태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맞벌이

농어촌 저소득 부모가 많이 참여했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주최 1회성 집단강

의 형태 부모교육에서는 아동관련 전문가를 많이 초빙하고, 한부모가 많이 참여

했던 사설기관 주최 정기적 부모교육에서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을, 다문

화 부모가 많이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최의 가정방문 부모교육에서는

센터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47.0%,

33.8%로 만족스러운 경우가 약 81%로 많았다. 부모의 특성별로는 다문화 부모

의 경우가 평균 4.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52.5%로

가장 많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부모와 저소득 부

모의 경우 평균 약 4.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매우 만족 응답 비율도 적은

편이었다.

〈표 Ⅴ-2-17〉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건)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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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주제 및
내용

강사
수준

개설
시간

실시
기간

자녀
보호

교육
장소

맞벌이가정 4.34 4.21 4.2 4.00 4.02 4.18

한부모가정 4.27 4.13 4.07 4.07 3.83 4.17

다문화가정 4.19 4.35 4.19 4.23 3.98 4.13

농어촌가정 4.31 4.22 4.14 3.98 3.71 3.98

저소득층가정 4.14 4.01 3.86 3.83 3.52 3.81

항목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주제 및 내용 37.3 51.3 10.3 1.1 - 4.25( .67)

강사의 질 35.7 48.3 14.1 1.9 - 4.18( .74)

개설 시간 32.3 46.0 19.4 1.9 0.4 4.08( .79)

실시 기간 28.5 46.0 22.8 2.7 - 4.00( .79)

자녀 보호 26.7 38.5 25.6 6.1 3.1 3.80(1.00)

교육 장소 29.9 47.9 18.8 2.7 0.8 4.03( .81)

참여한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부모교육 참여자의 95%

정도가 ‘보통’ 이상으로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에 답한 사람은 항목별로 한 명

도 없거나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 시간 중

자녀 보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

의 주제 및 내용에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교육시간 중 자녀의 보호’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를 맡길 곳

이 없는 어려움과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참여하

지 못하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표 Ⅴ-2-18〉항목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 점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에서 대

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만족도는 다른 가정

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

보호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맞벌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보다 농어

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보호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표 Ⅴ-2-19〉부모 특성별 참여한 부모교육 만족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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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
2
(df)

전체 62.0 38.0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1.2 28.8 100.0(250)

한부모가정 54.7 45.3 100.0(150)

다문화가정 37.3 62.7 100.0(150) 57.73(4)
***

농어촌가정 69.8 30.2 100.0(199)

저소득층가정 65.6 34.4 100.0(253)

응답자

부 48.2 51.8 100.0( 85) 7.66(1)
**

모 63.5 36.5 100.0(914)

다. 온라인 부모교육 이용
1) 양육정보 검색 경험
인터넷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대해서 6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 양육 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경험은 가구 특성별로 맞벌

이 가정에서 71.2%로 가장 높았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37.3%로 가장 낮은 비율

을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및 한국 생활에의 적응 문제

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농어촌이

나 저소득층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정보 관련 인터넷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응답자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이용 경험이 늘어나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58.0% 수준에서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82.5%로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은 가구 특성, 부나 모, 가구 소득, 응답자 학력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0〉인터넷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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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회
미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0 26.9 12.4 8.9 22.9 100.0(621) 3.6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6.4 30.9 13.5 6.7 22.5 100.0(178) 3.46

한부모가정 32.9 26.8 11.0 11.0 18.3 100.0( 82) 2.93

다문화가정 30.4 21.4 10.7 12.5 25.0 100.0( 56) 5.13

농어촌가정 33.8 25.2 14.4 5.8 20.9 100.0(139) 3.27

저소득층가정 25.3 25.9 10.8 11.4 26.5 100.0(166) 4.12

응답자

부 48.8 22.0 4.9 14.6 9.8 100.0( 41) 2.63

모 27.6 27.2 12.9 8.4 23.8 100.0(580) 3.75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2(df)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8.0 42.0 100.0(502)

200∼299만원 58.8 41.2 100.0(165)

300∼399만원 64.9 35.1 100.0(168) 18.56(4)
***

400∼499만원 69.6 30.4 100.0(102)

500만원 이상 82.5 17.5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55.3 44.7 100.0(535)

전문대졸 68.2 31.8 100.0(220) 21.88(2)
***

4년제졸 이상 70.9 29.1 100.0(247)

(표 Ⅴ-2-2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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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21

명에 한하여 월평균 이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의외로 다문화 가정 부모가 월

5.1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월 2.93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른 가정에 비해서 부모의 인터

넷 사용 경험이 낮게 나타났으나 일단 정보를 찾아보는 부모들은 자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정보를 찾아보는 횟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용 횟수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하지만 자녀 양육 관련된 정보를 찾아본 경험과는 달리 가구 특성, 부나 모,

가구 소득,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2-21〉인터넷에서 자녀양육 관련 정보 찾아보는 횟수(월 평균)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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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있다 없다 계(수) X2(df)

전체 5.8 94.2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4 95.6 100.0(250)

한부모가정 4.7 95.3 100.0(150)

다문화가정 11.3 88.7 100.0(150) 11.45(4)
*

농어촌가정 6.5 93.5 100.0(199)

저소득층가정 4.0 96.0 100.0(253)

응답자

부 7.1 92.9 100.0( 85) .26(1)

모 5.7 94.3 100.0(914)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1 95.9 100.0(535)

전문대졸 10.9 89.1 100.0(220) 13.72(2)
**

4년제졸 이상 4.9 95.1 100.0(247)

　구분
1회
미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평균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29.1 29.7 13.2 8.4 19.6 100.0(296) 3.50

전문대졸 27.3 25.3 14.0 11.3 22.0 100.0(150) 3.79

4년제졸 이상 30.3 23.4 9.7 7.4 29.1 100.0(175) 3.86

(표 Ⅴ-2-21 계속)

2)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 경험
인터넷을 이용한 자녀 양육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2%에 달하였으나, 인터넷 검색 외 특정 기관에서 제

공하는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보았을 때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참여한 경험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학력으로 보면 전문대졸 부모의 경험이 고졸이나 4년제졸

이상 부모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온라인 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2〉특정기관 주최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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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영유아
발달
이론

놀이
방법

부모
역할

건강,영양,
안전 관리

부모로서의
자질향상

기타 사례수

전체 51.7 44.8 58.6 46.6 17.2 1.7 5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2.7 45.5 45.5 18.2 9.1 9.1 11

한부모가정 42.9 57.1 57.1 57.1 14.3 0.0 7

다문화가정 52.9 35.3 47.1 70.6 17.6 0.0 17

농어촌가정 53.8 30.8 84.6 46.2 23.1 0.0 13

저소득층가정 30.0 70.0 60.0 30.0 20.0 0.0 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6 50.0 53.8 46.2 11.5 0.0 26

200∼299만원 75.0 33.3 58.3 66.7 16.7 0.0 12

300∼399만원 50.0 37.5 87.5 25.0 12.5 0.0 8

400∼499만원 66.7 50.0 33.3 33.3 16.7 16.7 6

500만원 이상 75.0 50.0 50.0 50.0 50.0 0.0 4

3)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및 만족도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자의 숫자가 5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특성별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구 특성별로 참여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이 다양하

였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내용’, 한부모 가정은 ‘발

달을 돕는 놀이 방법’, ‘바람직한 부모 역할, 훈육 방법’, ‘영유아 건강, 영양, 안

전 관리’, 다문화 가정에서는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관리’, 농어촌 가정에서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 훈육 방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발달을 돕는 놀이 방법’

에 대한 부모교육 빈도가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모든 가구에서 ‘부부, 가족

관계 등 부모로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내용’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온

라인 부모교육이 자녀의 발달이나 놀이, 부모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부부 사

이의 관계나 부모로서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 관련된 부모교육의 부재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오프

라인 부모교육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자녀에 초점을 둔 교

육이었지만, 점점 부모의 자아 발견 및 성장이라는 주제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부모교육의 내용이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

이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자기 발견 및 성장에 도움을 주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겠다.

〈표 Ⅴ-2-23〉참여한 온라인 부모교육 내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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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영유아
발달
이론

놀이
방법

부모
역할

건강,영양,
안전 관리

부모로서의
자질향상

기타 사례수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5.5 40.9 54.5 54.5 18.2 0.0 22

전문대졸 50.0 54.2 70.8 37.5 12.5 0.0 24

4년제졸 이상 66.7 33.3 41.7 50.0 25.0 8.0 12

(표 Ⅴ-2-23 계속)

주: 중복응답 결과임.

인터넷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보면, 대개 ‘기관의 문자나 전화’,

‘인터넷 홍보’,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가 25% 내외의 비율을 고르게 보이

며, ‘TV, 신문, 잡지 광고’가 15.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맞벌

이 가정은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 한부모,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은 ‘인터

넷 홍보’, 다문화 가정은 ‘기관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가

장 높았다. <표 Ⅴ-2-8>에 나타난 일반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홍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이기

때문에 기관의 문자나 전화보다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인터넷 홍보’에 응답한 사람이 5.9%밖에 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

문화 가정 어머니가 면담에서 인터넷 사용이 경제적인 이유나 시간 부족, 사용

의 어려움으로 여의치 않음을 말한 부분과 일치한다.

〈표 Ⅴ-2-24〉온라인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기관의
문자나
전화

TV,
신문,
잡지
광고

인터넷
홍보

친구,
친지 등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전체 28.1 15.8 28.1 22.8 5.3 100.0(5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7.3 9.1 18.2 45.5 0.0 100.0(11)

한부모가정 0.0 33.3 50.0 16.7 0.0 100.0( 6)

다문화가정 47.1 23.5 5.9 17.6 5.9 100.0(17)

농어촌가정 23.1 7.7 30.8 23.1 15.4 100.0(13)

저소득층가정 20.0 10.0 60.0 10.0 0.0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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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9.0 60.3 20.7 - - 100.0(58) 3.98( .63)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6.4 54.5 9.1 - - 100.0(11) 4.27( .65)

한부모가정 0.0 71.4 28.6 - - 100.0( 7) 3.71( .49)

다문화가정 17.6 76.5 5.9 - - 100.0(17) 4.12( .49)

농어촌가정 23.1 46.2 30.8 - - 100.0(13) 3.92( .76)

저소득층가정 10.0 50.0 40.0 - - 100.0(10) 3.70( .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7 61.5 30.8 - - 100.0(26) 3.77( .59)

200∼299만원 16.7 75.0 8.3 - - 100.0(12) 4.08( .51)

300∼399만원 12.5 62.5 25.0 - - 100.0( 8) 3.88( .64)

400∼499만원 50.0 33.3 16.7 - - 100.0( 6) 4.33( .82)

500만원 이상 50.0 50.0 0.0 - - 100.0( 4) 4.50( .58)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3.6 63.6 22.7 - - 100.0(22) 3.91( .61)

전문대졸 16.7 62.5 20.8 - - 100.0(24) 3.96( .62)

4년제졸 이상 33.3 50.0 16.7 - - 100.0(12) 4.17( .72)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8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오프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한 <표 Ⅴ-2-17>과 비교해보

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4.27점)를 보였으며, 한부모 가정(3.71점)과

저소득층 가정(3.70점)의 만족도가 낮았다. 온라인 부모교육 수강 시 만족도를

저해하는 점은 다음 <표 Ⅴ-2-26>에 잘 나타나 있다.

〈표 Ⅴ-2-25〉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4) 온라인 부모교육 이용의 장애물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시간 부족이 31.0%로 가장 많으며 시간 부족은 가구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54.5%를 차지하

였다. 시간 부족 다음으로는 ’자녀들의 방해‘가 17.2%,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

능'이 12.1%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예상외로 17.2%

로 조사되었다. <표 Ⅴ-2-22>에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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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시간

부족

자녀의

방해

강사와

상호작용

불가능

교육

수준

부적절

컴퓨터

미숙

인터넷

낙후

어려움

없음
계(수)

전체 31.0 17.2 12.1 10.3 6.9 5.2 17.2 100.0(5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4.5 18.2 0.0 0.0 0.0 0.0 27.3 100.0(11)

한부모가정 28.6 0.0 14.3 28.6 0.0 14.3 14.3 100.0( 7)

다문화가정 17.6 11.8 11.8 17.6 17.6 11.8 11.8 100.0(17)

농어촌가정 30.8 23.1 30.8 0.0 7.7 0.0 7.7 100.0(13)

저소득층가정 30.0 30.0 0.0 10.0 0.0 0.0 30.0 100.0(10)

응답자

부 16.7 33.3 0.0 16.7 33.3 0.0 0.0 100.0( 6)

모 32.7 15.4 13.5 9.6 3.8 5.8 19.2 100.0(52)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26.9 19.2 3.8 19.2 11.5 3.8 15.4 100.0(26)

200∼299만원 33.3 16.7 25.0 8.3 0.0 16.7 0.0 100.0(12)

300∼399만원 37.5 25.0 12.5 0.0 12.5 0.0 12.5 100.0( 8)

400∼499만원 33.3 16.7 0.0 0.0 0.0 0.0 50.0 100.0( 6)

500만원이상 50.0 0.0 25.0 0.0 0.0 0.0 25.0 100.0( 4)

이 5.8%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이

유는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나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간 부족 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방해가 18.2%, 한부모 가정에서

는 교육 수준 부적절이 28.6%,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수준 부적절이 17.6%, 컴

퓨터 이용의 미숙이 17.6%, 농어촌 가정에서는 강사와의 상호작용 불가능이

30.8%,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방해가 30.0%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상용

화로 인하여 ‘인터넷의 낙후, 속도 느림’은 평균 5.2%로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

율을 보였지만, 한부모 가정에서는 14.3%가, 다문화 가정에서는 11.8%가 응답하

여 여전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2-26〉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5) 향후 이용 의향 및 이용불가 이유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76.8%가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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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적극

활용할

것임

가능하면

활용할

것임

활용하고

싶으나

어려울

것임

활용하지

않을

것임

계(수) X
2
(df)

전체 14.8 62.0 18.5 4.8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4.4 70.4 13.2 2.0 100.0(250)

한부모가정 8.0 64.7 22.7 4.7 100.0(150)

다문화가정 20.7 48.0 22.0 9.3 100.0(150) 39.23(12)
***

농어촌가정 18.1 61.8 17.6 2.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3.0 60.5 19.8 6.7 100.0(253)

응답자

부 4.7 69.4 21.2 4.7 100.0( 85) 7.57(3)

모 15.8 61.4 18.3 4.6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6 61.0 21.1 6.4 100.0(502)

200∼299만원 21.2 53.9 19.4 5.5 100.0(165)

300∼399만원 15.5 69.6 13.1 1.8 100.0(168) 28.74(12)
**

400∼499만원 13.7 69.6 14.7 2.0 100.0(102)

500만원 이상 22.2 58.7 15.9 3.2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3.3 59.1 21.5 6.2 100.0(535)

전문대졸 14.1 67.3 15.5 3.2 100.0(220) 15.50(6)
*

4년제졸 이상 18.6 63.6 14.6 3.2 100.0(247)

검토하고 있으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집단은 18.5%, 4.8%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보다 ‘가능하면 활용하

겠다’는 응답자가 많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구 특성별로 70∼80%내외로 활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

다.

〈표 Ⅴ-2-27〉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의향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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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표 Ⅴ-2-26>에 나타난 온

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볼 수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집에서 개인 시간

을 가질 수 없음’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교육은 별로 관심

없음’도 25.1%로 높게 나타났다. 많은 문헌에서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온

라인 부모교육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부모들은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99

　구분

개인

시간

없음

관심

없음

자녀의

방해

컴퓨터

사용방법

모름

집에

인터넷

없음

기타 계(수)

전체 39.4 25.1 16.5 9.5 6.5 3.0 100.0(23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8.6 29.7 21.6 0.0 0.0 0.0 100.0( 37)

한부모가정 58.5 24.4 4.9 2.4 9.8 0.0 100.0( 41)

다문화가정 29.8 19.1 8.5 27.7 14.9 0.0 100.0( 47)

농어촌가정 47.5 10.0 22.5 10.0 2.5 7.5 100.0( 40)

저소득층가정 24.2 36.4 22.7 6.1 4.5 6.1 100.0( 66)

응답자

부 40.9 31.8 13.6 13.6 0.0 0.0 100.0( 22)

모 39.6 24.6 16.9 8.2 7.2 3.4 100.0(207)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33.3 29.9 12.2 13.6 9.5 1.4 100.0(147)

전문대졸 47.5 20.0 22.5 5.0 2.5 2.5 100.0( 40)

4년제졸 이상 52.3 13.6 25.0 0.0 0.0 9.1 100.0( 44)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농어촌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부모와의 면담에서 동의한 내용이기

도 하다. 온라인 부모교육에 대한 질 제고 및 부모교육을 위한 다양한 참여 방

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Ⅴ-2-28〉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3.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가. 인식
1) 필요성 인식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에 그쳤

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가정은 가구 특성별로 다문화 가정에서 60.0%, 농어촌 가정에서

62.8%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한국 사회 적응이나 자녀 교육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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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역시 지역적으로 교육,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

고 있어 다른 가구들보다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아버

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교육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가구 소득이나

응답자 학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3-1〉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계(수) X
2
(df)

전체 49.2 48.8 2.0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47.6 51.6 0.8 100.0(250)

한부모가정 39.3 57.3 3.3 100.0(150)

다문화가정 60.0 37.3 2.7 100.0(150) 41.56(8)
***

농어촌가정 62.8 35.2 2.0 100.0(199)

저소득층가정 39.5 58.5 2.0 100.0(253)

응답자

부 36.5 61.2 2.4 100.0( 85) 6.08(2)*

모 50.4 47.6 2.0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6.6 51.4 2.0 100.0(502)

200∼299만원 49.7 46.7 3.6 100.0(165)

300∼399만원 50.6 47.6 1.8 100.0(168) 10.28(8)

400∼499만원 49.0 50.0 1.0 100.0(102)

500만원 이상 63.5 36.5 0.0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47.3 49.7 3.0 100.0(535)

전문대졸 46.8 52.3 0.9 100.0(220) 10.25(4)
*

4년제졸 이상 55.5 43.7 0.8 10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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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하

였다. 전체 응답자가 20명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응답 내용에는 부모교육의 수준

불만족,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 시간 부족, 다른 방법을 통한 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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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가능이 있었다. 부모교육 수준이나 시간 부족, 다른 방법을 통한 부모교육

선호에 응답한 부모는 부모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부모가 교

육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있어 부모교육 필요성

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Ⅴ-3-2〉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내용/수준이
자녀양육에
도움 되지

않음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

참여할
시간이 없음

책, 매스컴,
인터넷
등으로
충분함

계(수)

전체 35.0 30.0 20.0 15.0 100.0(20)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0.0 0.0 100.0 0.0 100.0( 2)

한부모가정 20.0 0.0 40.0 40.0 100.0( 5)

다문화가정 25.0 75.0 0.0 0.0 100.0( 4)

농어촌가정 25.0 75.0 0.0 0.0 100.0( 4)

저소득층가정 80.0 0.0 0.0 20.0 100.0( 5)

응답자

부 50.0 0.0 0.0 50.0 100.0( 2)

모 33.3 33.3 22.2 11.1 100.0(18)

2) 향후 부모교육 참여 의향
향후 부모교육 기회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94.4%가 참여하겠

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다문화 가정에서 29.3%, 농어

촌 가정 22.1% 조사되어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모교육의 일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적으로 5.6%이

나 한부모 가정에서 10.7%, 다문화가정에서 9.3%로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동시에 높게 나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부모교육 참여에 대

한 여러 결과에서 보았듯이 어머니의 참여 의향이 아버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

으며, 가구 소득이나 응답자 학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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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반드시

참여할 것임
가능하면

참여할 것임
참여하지
않을 것임

계(수) X
2
(df)

전체 16.5 77.9 5.6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2.4 82.0 5.6 100.0(250)

한부모가정 9.3 80.0 10.7 100.0(150)

다문화가정 29.3 61.3 9.3 100.0(150) 53.89(8)
***

농어촌가정 22.1 76.4 1.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2.6 83.8 3.6 100.0(253)

응답자

부 5.9 81.2 12.9 100.0( 85) 15.72(2)***

모 17.4 77.8 4.8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5.5 79.1 5.4 100.0(502)

200∼299만원 24.2 71.5 4.2 100.0(165)

300∼399만원 13.1 79.2 7.7 100.0(168) 11.78(8)

400∼499만원 12.7 82.4 4.9 100.0(102)

500만원 이상 17.5 76.2 6.3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6.3 77.2 6.5 100.0(535)

전문대졸 18.2 77.7 4.1 100.0(220) 2.71(4)

4년제졸 이상 15.4 79.8 4.9 100.0(247)

〈표 Ⅴ-3-3〉향후 부모교육 기회 참여 의향 정도
단위: %(명)

*** p < .001

나. 요구
부모교육의 내용으로서 부모가 원하는 것과 운영 방법의 측면에서의 요구를

살펴보았다.

1) 내용
향후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1순위 내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15.5%,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10.5%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건강, 영양 관리, 신

생아 돌보기,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 부모의 정신 건강에 관련된 내용은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103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 7.7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3.3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25.2 초등학교 적응 준비 1.2

영유아의 인지 발달 5.7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4.2

영유아의 언어 발달 5.5 영유아의 안전 관리 1.5

자녀와의 놀이 방법 9.0 신생아 돌보는 방법 0.7

자녀와의 대화 방법 15.5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1.4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0.5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0.4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8.2

계(수) 100.0(946)

부모교육 내용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의 신체 발달 10.2 8.2 9.6 8.2 11.5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41.1 37.3 23.5 41.8 29.9

영유아의 인지 발달 11.9 10.4 5.1 7.1 11.5

영유아의 언어 발달 7.2 6.7 29.4 6.1 7.0

자녀와의 놀이 방법 21.6 11.9 16.2 14.8 17.2

자녀와의 대화 방법 31.8 25.4 30.1 41.3 34.0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30.1 41.0 27.2 28.1 30.3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 15.7 20.1 25.0 16.3 24.6

책, 놀잇감, 기관 선택 방법 10.6 17.2 7.4 6.6 12.3

초등학교 적응 준비 3.0 1.5 2.2 3.1 1.6

영유아의 건강·영양 관리 9.3 7.5 14.7 8.2 10.2

영유아의 안전 관리 3.4 3.7 0.0 4.1 0.4

신생아 돌보는 방법 0.4 3.7 0.7 0.5 0.8

부부 및 가족 관계 향상 방법 2.5 0.7 5.1 8.2 6.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1.3 3.7 2.9 5.6 2.0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표 Ⅴ-3-4〉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단위: %(명)

가구 특성별로 부모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구 특

성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식과 자녀와의 대화 방법,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3-5〉가구 특성별 가장 배우고 싶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2개 선택)
단위: %

가구 특성별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부모교육 내용은 맞벌이 가정,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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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이
다를 것이다

교육내용이
같을 것이다

계(수) X2(df)

전체 79.4 20.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81.2 18.8 100.0(250)

한부모가정 78.7 21.3 100.0(150)

다문화가정 78.0 22.0 100.0(150) .75(4)

농어촌가정 78.9 21.1 100.0(199)

저소득층가정 79.4 20.6 100.0(25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76.4 23.6 100.0(535)

전문대졸 78.6 21.4 100.0(220) 10.85(2)**

4년제졸 이상 86.6 13.4 100.0(247)

가정에서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식으로 각각 41.1%, 41.8%를 나

타내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41%로 조사되

었으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이 30.1%, 3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Ⅴ-3-5 참조).

자녀가 영아기(만3세 미만)에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유아기(만3

세 이상)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이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부모들에게 질문했을 때, 거의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다를 것이라고 답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부모특성별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응답자 학력별 구분 집단에서는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모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따라 영아기 자녀 부모와 유아기 자녀 부모 각각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별도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자

녀 연령에 따라 부모교육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에 한해 이루어졌

다. 결과는 다음의 <표 Ⅴ-3-6>에 있는 바와 같다.

〈표 Ⅴ-3-6〉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의 부모교육 내용 차이 인식
단위: %(명)

** p < .01

만3세 미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꼽힌 것은

첫째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21.0%)이었고 두번째는 ‘영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20.2%)이었다. 즉, 신체와 사회·정서 발달 지식이 가장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더불어 ‘영아의 건강, 영양 관리’(18.8%)도 높은 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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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대한 지식 20.2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3

영유아의정서·사회성발달에대한지식 21.0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방법 0.9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 11.9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18.8

영유아의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 5.5 영유아의 안전 관리 4.3

자녀와의 놀이 방법 8.3 신생아 돌보는 방법 5.5

자녀와의 대화 방법 2.1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0.1

계(수) 100.0(796)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 1.0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8.9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지식 13.6 초등학교 적응 준비 0.8

영유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 4.4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1.8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 6.5 영유아의 안전 관리 1.0

자녀와의 놀이 방법 12.2 신생아 돌보는 방법 0.3

자녀와의 대화 방법 15.1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0.6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20.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0.5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12.8

계(수) 100.0(796)

올랐다. 반면 ‘영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지식’(11.9%)은 다른 측면의 발달 지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외 자녀와의 놀이방법(8.3%), 언어 발달(5.5%), 신

생아 돌보기(5.5%) 등이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지적되었다.

〈표 Ⅴ-3-7〉영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단위: %(명)

만3세 이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영아기

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가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방

법’(20.6%)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대화법’(15.1%),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13.6%),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12.8%), ‘자녀와

의 놀이 방법’(12.2%)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영아기 부모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었던 신체 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 및 언어 발달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Ⅴ-3-8〉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 인식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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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영유아의 신체 발달 지식 4.4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8.3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지식 20.4
좋은 책, 놀잇감, 교육기관 선택
방법

1.0

영유아의 인지 발달 지식 9.2 영유아의 건강, 영양관리 7.3

영유아의 언어 발달 지식 6.3 영유아의 안전 관리 1.0

자녀와의 놀이 방법 7.8 부부 및 가족관계 향상 방법 1.9

자녀와의 대화 방법 12.6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1.0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 18.9

계(수) 100.0(206)

한편, 다음의 <표 Ⅴ-3-9>는 영아기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내

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부모교육 내용으로 필요한 것

을 선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자녀가 영아이든 유아이든 가장 필요

한 것은 ‘정서·사회성 발달에 대한 지식’(20.4%)이고 다음은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18.9%), ‘자녀와의 대화 방법’(12.6%)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봄 유아기 자녀 부모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과 순위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Ⅴ-3-9〉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내용(영/유아 구분 불필요 입장)
단위: %(명)

2) 운영 방법 
가) 적정 교육 기간
부모교육의 기간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는 단

기교육으로서 1∼5회 이내로 이루어지는 방식(54.1%)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6∼10회를 단위로 하는 단기교육(17.7%)과 1회성 교육(17.0%)도 비교

적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0회가 넘어가는 장기 교육에 대해

서는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물론 모두 5회이내 단기교육을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1회성 교육을 적절하다

고 보는 비율이 높았고 다문화가정은 특히 6∼10회의 단기교육을 선호하였다.

또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응답자가 1회성 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

았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1회성 교육을 적절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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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10〉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기간
단위: %(명)

　구분
1회성
교육

단기
(1-5회)

단기
(6-10회)

장기
(11-20회)

장기
(21회이상)

계(수) X
2
(df)

전체 17.0 54.1 17.9 6.5 4.6 100.0(1,002)

부모특성

맞벌이가정 25.6 56.8 11.2 4.8 1.6 100.0(250)

한부모가정 18.7 54.0 16.7 6.0 4.7 100.0(150)

다문화가정 10.0 43.3 29.3 7.3 10.0 100.0(150) 65.49(16)
***

농어촌가정 10.1 61.3 15.6 6.5 6.5 100.0(199)

저소득층가정 17.0 52.2 20.2 7.9 2.8 100.0(253)

응답자

부 24.7 43.5 20.0 3.5 8.2 100.0( 85) 9.76(4)
*

모 16.1 55.3 17.7 6.8 4.2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9 52.6 20.5 6.6 5.4 100.0(502)

200∼299만원 13.9 50.9 21.8 7.9 5.5 100.0(165)

300∼399만원 18.5 59.5 11.9 6.5 3.6 100.0(168) 28.33(16)*

400∼499만원 21.6 57.8 12.7 5.9 2.0 100.0(102)

500만원이상 30.2 55.6 7.9 3.2 3.2 100.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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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개설 시간
부모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평일 오전(30.4%)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말 오전(20.7%), 주말 오후(20.6%)가 비슷한 비율을 보

였고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그러나 집단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부모특성 구분

에서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은 비슷하게 주말오후과 주말오전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이나 농어촌, 저소득층 가정은 평일 오전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평일에는 거의 불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종일근무나 정규직, 시간제 근

무 등 모든 경우를 취업으로 포함하고 있어 일부 맞벌이가정 부모는 평일 오전

이나 오후가 가능하다고 답했을 수 있다.



108

　구분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저녁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저녁

계(수) X
2
(df)

전체 30.4 15.4 10.4 20.7 20.6 2.6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2.8 11.6 13.6 28.8 29.2 4.0 100.0(250)

한부모가정 17.3 8.7 10.0 27.3 34.0 2.7 100.0(150)

다문화가정 33.3 27.3 10.0 13.3 12.7 3.3 100.0(150) 154.69(20)***

농어촌가정 38.7 13.1 12.6 17.6 16.6 1.5 100.0(199)

저소득층가정 47.4 17.8 5.9 15.4 11.9 1.6 100.0(253)

응답자

부 8.2 10.6 20.0 24.7 31.8 4.7 100.0( 85) 32.58(5)***

모 32.4 15.9 9.5 20.4 19.5 2.4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8.0 16.3 8.0 17.5 17.5 2.6 100.0(502)

200∼299만원 34.5 16.4 13.9 18.8 14.5 1.8 100.0(165)

300∼399만원 22.6 14.9 7.7 24.4 28.0 2.4 100.0(168) 83.04(20)***

400∼499만원 9.8 13.7 11.8 29.4 31.4 3.9 100.0(102)

500만원 이상 12.7 7.9 25.4 27.0 23.8 3.2 100.0( 63)

부 응답자와 모 응답자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버지들은 주말 오후

(31.8%)와 주말 오전(24.7%)를 부모교육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비해

어머니들은 평일 오전(32.4%)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특성과 일면

같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가구소득별 비교 결과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주말

오전이나 오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에서는 평일오

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은 부모 집단에서 평

일 오전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1〉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개설기간
단위: %(명)

*** p < .001

다) 교육 수강집단 규모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적절하다고 보는 교육수강자의 규모를 물었을 때 2∼

10명 이내의 소집단 규모를 가장 선호(67.7%)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는 30명 이내 중규모 집단(19.3%), 개인별 1:1교육(1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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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인
교육
(1:1)

소집단
(2-10명
이내)

중집단
(10-30명
이내)

대집단
(30명
이상)

계(수) X2(df)

전체 11.0 67.7 19.3 2.0 100.0(1,00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9.6 68.4 19.6 2.4 100.0(250)

한부모가정 8.7 70.7 20.0 0.7 100.0(150)

다문화가정 23.3 64.7 10.7 1.3 100.0(150) 40.01(12)
***

농어촌가정 8.1 63.1 25.3 3.5 100.0(198)

저소득층가정 8.7 70.8 19.0 1.6 100.0(253)

응답자

부 25.9 51.8 18.8 3.5 100.0( 85) 23.16(3)
***

모 9.6 69.1 19.4 1.9 100.0(913)

집단별 비교에서는 상당한 응답 유형 차이를 보이는 바, 다문화가정의 경우

1:1 개인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농어총가정은 중규모 집

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들이 10명이나 소집단 교육에 대해 평

균보다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반면 아버지들을 개인교육을 적절하다고 보는 경

향이 있었고, 소득이나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3-12〉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집단 규모
단위: %(명)

*** p < .001

라) 교육 방식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46.9%의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프

로그램’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다음으로 ‘활동중심워크숍, 체험,

실습’(25.6%),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특이 사항은,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우 ‘가정방문’ 형식 교육을 선호

하는 비율이 높았고(20.0%) 아버지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정방문을 선호하는

입장(20.0%)이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를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

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4년제 대졸 부모의 경우 워크숍이나 체험 등을 선호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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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13〉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유형
단위: %(명)

　구분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

활동중심
워크숍
체험,

실습 등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정
방문

컴퓨터
온라인
교육

전문
강사

계(수)

전체 17.8 25.6 46.9 7.1 2.5 0.1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1.6 23.6 45.6 4.0 4.8 0.4 100.0(250)

한부모가정 25.3 24.7 42.7 6.0 1.3 0.0 100.0(150)

다문화가정 8.7 19.3 49.3 20.0 2.7 0.0 100.0(150)

농어촌가정 12.6 25.6 51.3 8.0 2.5 0.0 100.0(199)

저소득층가정 19.0 32.0 45.8 2.4 0.8 0.0 100.0(253)

응답자

부 14.1 23.5 36.5 20.0 5.9 0.0 100.0( 85)

모 18.2 25.8 47.8 5.9 2.2 0.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8.3 26.7 46.2 8.0 0.8 0.0 100.0(502)

200∼299만원 13.9 26.1 49.7 9.1 1.2 0.0 100.0(165)

300∼399만원 15.5 20.8 50.6 5.4 7.7 0.0 100.0(168)

400∼499만원 23.5 26.5 44.1 1.0 3.9 1.0 100.0(102)

500만원 이상 20.6 27.0 41.3 7.9 3.2 0.0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18.3 24.9 45.6 9.5 1.5 0.2 100.0(535)

전문대졸 18.2 23.6 52.7 3.6 1.8 0.0 100.0(220)

4년제졸이상 16.2 29.1 44.5 4.9 5.3 0.0 100.0(247)

마) 교육장소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로 꼽은 곳은 유치원 또는 어린

이집 등 육아지원기관(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공공센터

(25.4%), 보육정보센터(20.2%), 복지관(16.3%) 등이었고 직장을 교육장소로 선호

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3%).

집단별 비교 결과를 보면,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가정의 부모들이 특히 유치

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고 다문화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지역센터가 교육장소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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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유치원/
보육
시설

보육
정보
센터

지역
센터

복지관 직장
마을
회관

기타 계(수) X
2
(df)

전체 30.0 20.2 25.4 16.3 3.0 1.2 3.9 100.0(1,002)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5.6 21.6 18.4 14.0 7.2 0.0 3.2 100.0(250)

한부모가정 25.3 24.0 24.7 20.0 3.3 0.0 2.7 100.0(150)

다문화가정 22.7 5.3 50.0 6.0 0.7 6.0 9.3 100.0(150) 171.20(24)
***

농어촌가정 25.6 19.1 27.1 19.6 2.5 1.5 4.5 100.0(199)

저소득층가정 35.2 26.1 17.0 19.8 0.4 0.0 1.6 100.0(253)

응답자

부 30.6 14.1 23.5 12.9 2.4 3.5 12.9 100.0( 85) 27.02(6)
***

모 30.0 20.8 25.7 16.5 3.1 0.9 3.1 100.0(91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0.3 21.5 24.3 17.5 0.6 1.6 4.2 100.0(502)

200∼299만원 26.1 13.3 38.2 16.4 2.4 1.8 1.8 100.0(165)

300∼399만원 31.0 20.2 22.6 16.1 6.5 0.6 3.0 100.0(168) 63.24(24)***

400∼499만원 34.3 22.5 17.6 15.7 4.9 0.0 4.9 100.0(102)

500만원 이상 30.2 23.8 20.6 7.9 11.1 0.0 6.3 100.0( 63)

응답자 학력

고졸 이하 29.9 17.0 26.7 17.9 2.1 1.7 4.7 100.0(535)

전문대졸 30.0 22.3 27.7 15.9 1.4 1.4 1.4 100.0(220) 34.00(12)***

4년제졸 이상 30.4 25.1 20.6 13.0 6.5 0.0 4.5 100.0(247)

〈표 Ⅴ-3-14〉부모교육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의견: 적절한 교육장소
단위: %(명)

*** p < .001

다. 부모교육 개선안에 대한 의견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물

었을 때 90%의 부모가 그러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히 맞벌이가정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에게서 동의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그러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5점 척도에서의 평균 점수로 비교하면 모든 집단

에서 4점이 넘는 응답을 하여 대부분 부모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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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2(df) 평균

전체 49.1 40.9 9.3 0.6 0.1 100.0(1,002) 4.3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1.6 40.4 7.2 0.8 0.0 100.0(250) 4.43

한부모가정 38.7 48.7 12.7 0.0 0.0 100.0(150) 4.26

다문화가정 46.7 38.7 12.0 2.0 0.7 100.0(150) 45.59(16)*** 4.29

농어촌가정 61.8 27.6 10.6 0.0 0.0 100.0(199) 4.51

저소득층가정 44.3 48.6 6.7 0.4 0.0 100.0(253) 4.37

응답자

부 31.8 48.2 18.8 1.2 0.0 100.0( 85) 16.50(4)** 4.11

모 50.7 40.3 8.4 0.5 0.1 100.0(914) 4.41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48.4 42.8 8.0 0.8 0.0 100.0(502) 4.39

200∼299만원 43.6 38.8 17.0 0.0 0.6 100.0(165) 4.25

300∼399만원 53.0 38.7 8.3 0.0 0.0 100.0(168) 33.86(16)
**

4.45

400∼499만원 44.1 44.1 9.8 2.0 0.0 100.0(102) 4.30

500만원 이상 65.1 33.3 1.6 0.0 0.0 100.0( 63) 4.63

〈표 Ⅴ-3-15〉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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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시간동안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서는 9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조사참여자가 찬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별 비교에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부모의 경

우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농어촌가정 부모의 경우는 ‘매우 그

렇다’라는 강한 동의를 보인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어머

니들의 찬성비율은 92.2%로 전체 평균보다 높이 나타났으나 아버지는 81.2%로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양상을 보여, 부모교육에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아버지들은 크게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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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전체 56.0 35.3 7.6 1.1 0.0 100.0(1,002) 4.46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54.0 41.6 4.0 0.4 0.0 100.0(250) 4.49

한부모가정 53.3 38.7 8.0 0.0 0.0 100.0(150) 4.45

다문화가정 52.0 34.7 10.7 2.7 0.0 100.0(150) 41.06(12)*** 4.36

농어촌가정 66.8 22.1 8.0 3.0 0.0 100.0(199) 4.53

저소득층가정 53.4 37.9 8.7 0.0 0.0 100.0(253) 4.45

응답자

부 31.8 49.4 17.6 1.2 0.0 100.0( 85) 27.39(3)
***

4.12

모 58.3 33.9 6.7 1.1 0.0 100.0(914) 4.4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5.8 35.7 8.0 0.6 0.0 100.0(502) 4.47

200∼299만원 52.7 30.9 13.3 3.0 0.0 100.0(165) 4.33

300∼399만원 56.0 38.1 4.8 1.2 0.0 100.0(168) 22.80(12)* 4.49

400∼499만원 56.9 37.3 4.9 1.0 0.0 100.0(102) 4.50

500만원 이상 63.5 34.9 1.6 0.0 0.0 100.0( 63) 4.62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전체 8.7 12.3 21.7 36.5 20.9 100.0(1,001) 2.51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7.6 12.4 20.4 38.8 20.8 100.0(250) 2.47

한부모가정 9.3 9.3 33.3 32.7 15.3 100.0(150) 2.65

다문화가정 7.4 20.1 16.1 34.2 22.1 100.0(149) 42.47(16)
***

2.56

농어촌가정 11.1 9.0 12.6 43.2 24.1 100.0(199) 2.40

저소득층가정 8.3 11.9 26.5 32.4 20.9 100.0(253) 2.54

〈표 Ⅴ-3-16〉부모교육 개선안: 부모교육 시간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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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응

답이 57.3%로 과반이 넘는 경향을 보였다. 21.0%가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었

고 5점 척도상 평균은 2.51점으로 상당이 낮았다. 즉, 부모교육 중 아버지를 대

상으로 하는 아버지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집단별로

는 농어촌가정과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

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오히려 아버지 교육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Ⅴ-3-17〉부모교육 중 아버지 교육의 기회가 충분함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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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2(df) 평균

전체 24.4 30.9 32.4 11.6 0.7 100.0(1,000) 3.67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20.5 33.3 35.3 10.4 0.4 100.0(249) 3.63

한부모가정 16.7 34.0 38.0 11.3 0.0 100.0(150) 3.56

다문화가정 26.7 36.0 28.7 8.0 0.7 100.0(149) 36.22(16)
**

3.80

농어촌가정 36.7 22.1 28.1 12.1 1.0 100.0(199) 3.81

저소득층가정 21.8 30.6 31.7 14.7 1.2 100.0(253) 3.57

응답자

부 16.5 32.9 34.1 16.5 0.0 100.0( 85) 5.11(4) 3.49

모 25.1 30.7 32.2 11.2 0.8 100.0(912) 3.68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4 31.1 30.5 14.2 0.8 100.0(501) 3.62

200∼299만원 24.2 29.7 33.9 10.9 1.2 100.0(165) 3.65

300∼399만원 26.2 29.2 35.7 8.9 0.0 100.0(168) 15.28(16) 3.73

400∼499만원 22.8 31.7 36.6 8.9 0.0 100.0(101 3.68

500만원 이상 31.7 34.9 27.0 4.8 1.6 100.0( 63) 3.90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응답자

부 1.2 16.5 27.1 42.4 12.9 100.0( 85) 12.13(4)
**

2.51

모 9.3 11.9 21.2 35.9 21.6 100.0(913) 2.51

(표 Ⅴ-3-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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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을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국가적으로 의무

화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의견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 이상(55.3%)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24.4%는 이 방안에 대해 절대 찬성(‘매우 그렇다’)을 보였다. 부모특성

별로는 다문화가정과 농어촌가정의 부모가 특히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에 동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나 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3-18〉부모교육은 첫 아이 임신 이후 1회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야 함
단위: %(명), 점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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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전체 9.4 26.0 25.6 31.2 7.7 100.0(1,002) 2.98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6.8 30.4 25.6 28.8 8.4 100.0(250) 2.98

한부모가정 14.0 20.7 24.7 30.0 10.7 100.0(150) 2.97

다문화가정 12.0 25.3 22.7 36.7 3.3 100.0(150) 26.84(16)* 3.06

농어촌가정 9.5 20.1 25.6 36.2 8.5 100.0(199) 2.86

저소득층가정 7.5 30.0 28.1 27.3 7.1 100.0(253) 3.04

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라할 수

있는 82.8%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부모교육의 홍보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과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

이 홍보부족에 대해 매우 절실히 동의하고 있었고 맞벌이부모도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86.4%가 하여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Ⅴ-3-19〉부모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전체 37.9 44.9 13.8 2.5 0.9 100.0(1,002) 1.84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39.2 47.2 10.8 2.4 0.4 100.0(250) 1.78

한부모가정 32.0 50.0 13.3 4.0 0.7 100.0(150) 1.91

다문화가정 23.3 47.3 24.0 3.3 2.0 100.0(150) 38.97(16)** 2.13

농어촌가정 45.2 37.7 13.6 2.5 1.0 100.0(199) 1.76

저소득층가정 43.1 43.9 11.1 1.2 0.8 100.0(253) 1.73

** p < .01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통

해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35.4%만이 그러하

다는 응답을 하여 접근성이 높다는데 동의하였고 5점 척도상은 2.98점이 평균점

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 결과를 보면 농어촌가정 부모들이 참여를 쉽게 생

각하는 경향이 가장 낮아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접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Ⅴ-3-20〉내가 원하면 부모교육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음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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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응답자

부 2.4 23.5 27.1 43.5 3.5 100.0( 85) 11.92(4)
*

2.78

모 10.1 26.4 25.5 30.0 8.1 100.0(914) 3.00

(표 Ⅴ-3-20 계속)

* p < .05

마지막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부모의 참여 의지

를 알아보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에 기꺼이 자원봉사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에서 얼마나 동의하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14.6%, ‘조

금 그렇다’가 31.7%로 총 46.3%정도가 육아지원기관의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1%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표 Ⅴ-3-21〉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청하면 기꺼이 자원봉사 할 수 있음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X
2
(df) 평균

전체 14.6 31.7 31.5 17.5 4.6 100.0(999) 3.34

가구특성

맞벌이가정 11.6 29.6 32.4 23.6 2.8 100.0(250) 3.24

한부모가정 10.0 26.0 34.7 22.7 6.7 100.0(150) 3.10

다문화가정 18.1 27.5 30.2 21.5 2.7 100.0(149) 50.50(16)*** 3.37

농어촌가정 20.2 30.3 28.3 13.1 8.1 100.0(198) 3.41

저소득층가정 13.9 40.9 32.1 9.5 3.6 100.0(252) 3.52

응답자

부 5.9 23.5 40.0 25.9 4.7 100.0( 85) 12.59(4)
**

3.00

모 15.4 32.6 30.7 16.8 4.5 100.0(911)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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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별 비교에서는 농어촌가정의 부모들이 특히 참여 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난데 비해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비교적 낮은 참여의지

를 보였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

성별로는 어머니의 4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데 비해 아버지는 29.4%가 그렇

게 하겠다는 의견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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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구분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가장의 직업 비고

모1 아들(7), 딸(5), 딸(1) 200만원 자영업

모2 딸(10), 아들(9), 딸(3) 200만원 서비스직 조부모 동거

모3 딸(14), 딸(11), 아들(1) 200만원 서비스직

모4 딸(12), 딸(3) 100만원 공장근로자 조부모 동거

모5 아들(12), 아들(11), 딸(5) 105만원 자영업 한부모가족

모6 딸(7), 아들(5) 1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모7 아들(8), 아들(6) 70만원 상업

4. 포커스집단 면접 분석에 의한 부모특성별 요구 분석

가. 저소득 가정 부모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모는 대도시인 D시 D드림스타트센터에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명이 면접에 참여

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Ⅴ-4-1>과 같다.

〈표 Ⅴ-4-1〉저소득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선호
저소득층 영유아부모들은 지자체나 정부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소속 행정구인 D시 D구청 보육담당부

서에서 개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우리아이 좋은 습관 길들이기’)이나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부모코칭교실’(1회기 8회실시), 시(市) 주관 녹색주부교실의 경제교

육 프로그램 등에 여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면접 중 문화센터를 가

고 싶으나 비용이 들어 힘들다는 언급이 있었다.

작년에 애기하고 수업하는 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받았었거든요. 엄마들이 애
기들하고 문화센터나 그런데 가고 싶어도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교통편 
같은 것도 힘들고...(연구자: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셨어
요?) 아니오. 여기서 내주신거거든요. 가끔씩 필요한 씨디(CD)라든지 필요한 물
품은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화센터에 가면 만만치 않더
라구요. (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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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아지원기관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참여자 다수가 만3세 지나서 보낸다고 함) 보

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한다고 하며, 자녀 발달

과 관련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서 좋게 평가하였다.

저는 2주전에 유치원에서 참여수업하기 전에 아동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유아심
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이해 못하고, 아이는 엄마들을 잘 모를 
때 대처하는 법 같은 거...(중략)... 아이심 리를 프린트 딱 해가지고 교육하고 책
으로 주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연구자: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는 그
런 기회가 없으셨어요?) 그전에는 육아서를 먼저 만나죠. 육아서는 한정되잖아
요. ...(중략) 아이마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책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선생
님이 직접 바로 강의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 좋았어
요. (모5)
그러므로, 저소득층 부모집단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없이 생각하고,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연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좋은 기회로 여겨 참석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2) 부모교육에 대한 평가
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으로 볼 때 부모들은 자녀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좋게 평가했다. 드림스타트센터의 ‘베이비마사지’ 프로그램이나

‘엄마와 함께하는 음악․율동’ 프로그램을 유용한 교육으로 손꼽았다.

이제 14개월 된 애기베이비마사지 하면서 애기요가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
까 애를 내놓고 배우기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집에 가서 애기한테 해주고. 아기
랑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애도 좋지만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게. 선생님이 하시면서 애도 가르켜 주지만 피곤한 엄마한테도 스트레칭을 
가르쳐주시고 하니까,,..(중략) ... 애들은 요런요런 점이 있고, 어른은 요런요런
점이 있다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런 점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신랑한테도 해주
고. 그게 다 적용이 되더라구요. 애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2)

나) 육아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부모교육을 받는 시간과 장소가 어머니들이 쌓인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면접에 참여한 저소득 가정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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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이 많다는 것인데 특히 여러 자녀를 키우면

서 갖게 되는 고됨과 스트레스를 교육내용의 활용을 통해 풀어감으로써 부모교

육참여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은 전체 가족 관계를 호전시키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솔직히 육아라는 게 저만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키운다고 생
각하거든요. 내가 배운 것을 남편한테 해주면서, 남편도 애기한테 해줄 수 있게 
하고....(중략)... 그러면 서로서로 애도 아빠랑 친밀감도 느끼고. 우리 큰애가 많
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큰애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베이비마사
지를 해보니까 우리 막내도 좋지마는 가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육아를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그렇
잖아요. 한국사회에서는 육아는 엄마가 다 감당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
태에서 저는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모2)

다) 영아기 자녀 부모의 교육 참여 어려움
부모교육을 받고 싶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3세 이하)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아인 경우 부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영아부모에 대한

센터 집체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아를 둔 엄마에 대해서는 개별적 방문

접근을 하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TV나 책자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드림스타트센터) 부모코칭교육을 받으러 왔었거든요 애기
를 업고. 그런 엄마가 몇 명이 있었는데, 봉사선생님들 오셔서 애기 봐주시고 저
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교육 받았을 때 우리애가 돌이 안됐었거든요. 저는 
교육을 듣고 싶은데, 애가 자꾸 우니까, 선생님도 애가 엄마를 찾으니까,... 잠깐 
나가서 애를 보고. 진정되면 들어와서 교육 듣고. 그랬는데... (모6)
제가 “위기탈출 넘버원”을 항상 보거든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우린 넘버원은 꼭 
봐야된다. 이래가지고.... 큰애도 앉아서 보다가, 작은애도 보다가 놀다가 하니
까..... TV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모1)
애가 칭얼칭얼 거리거나 막 뛰어다니면 그것도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애기들은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정도는 다녀야 오전에 엄마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를 교육을 해도 ‘엄마들 오세요’ 하며는 애기가 있는데 한 살 두 
살 그런 애기가 있는데 데리고가면 따로 놀이방 같은게 있는 그런데는 없거든요. 
(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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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이 주로 어머니교육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을 염려하며, 아버지에 대

한 교육이나 영유아를 돌보는 기회가 많은 조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조부모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교육이 아니라 양육
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수도 있는거고, 아빠가 키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1) 그런 분들은(할머니, 아빠...) 이런데 안온다. (모
7).... 할머니가 어린이집 부모교육에 오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못하시는 거예요. 
분리를 해서... 엄마들 같이 받을 때 받는다는 건 힘든 거 같아요. (모1)

3) 요구
가)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안전 교육
자녀를 키우면서 닥치게 되는 사고에 대처하는 법,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교

육을 철저히 누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였다.

제가 여기서도 영유아 안전교육 받고, 어린이집에서도 얼마전에 받았거든요? 확
실히 안전교육 같은 거는 받아야 겠더라구요.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거. 
모서리에 인제 넘어지면서 다치고, 작년에 우리 애기가 24개월 때 장난감이 떨
어지면서 깨지면서 그것도 전신마취 수술을 했어요. 특히 응급처치 같은 경우엔 
인공호흡하고 그런 거. 갑자기 다쳤을 때 그런걸 봐야 되는데 애가 막 우니까.. 
(생략) (모4).

(2) 임신기간 중 육아 교육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의사 등의 전문

가가 출산 준비, 태교, 출산시 호흡법 등과 관련한 교육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하며, 임신을 했을 때 자녀 양육을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었으면 하였다. 자녀가 일단 태어나면 교육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임신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영아 안는 법, 목욕법, 잠재우기 등 구체적인

양육방법뿐 아이의 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과 육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지, 두 명 이상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등 미리 알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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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고 나서의 교육보다 출산하기 전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뱃속에 있으니까, 첫애 같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잖아요. 애를 하나 놓기 시
작하면 다니기가 힘드니까. (모3) 하나 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더 어렵죠. (모4) 
어려우니까. 차라리 임신했을 때나 임신하기 전의 교육이 필요하죠. 예비엄마들
을 위한... (모3) 
뭐가 문제냐면은. 첫애를 낳아서 내가 씻겨주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그거 
말고.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와 둘째사이에서 둘이 그 심리상태를 어떻게 받
아들이고 행동해줘야 하는지. 그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분명히 불만이 있거든요. 
큰애는 불만이 있고. 작은애도 불만이 있고. 나중에 크니까 둘이 막 싸우고... 
(모1)

나)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지속성,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지역 특성상 자

조모임의 구성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1) 1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의 필요
참여한 부모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교육이 1회성에 그치는 것

에 대해 아쉬워하고 어느 정도 회기 동안, 혹은 주기적으로 안전을 주제로한 교

육이 이루저졌으면 하는 지속적 교육 기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영상보고 인공호흡하는 거 하고.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몸에 익힐 정도까지 교육을 해주면 
좋겠고. 애기가 어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4)

(2) 저소득 주택지역 소규모 부모 모임의 조직
저소득층 지역의 특성 중 하나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일반 주택집들이 모여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동네가 많다는 것이다. 면접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한

주택이 많은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 대해 면접자들은 노인인구가 많고 아이를

기르는 젊은 집들이 소수여서 서로간 알게 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엄마들이

홀로 떨어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런 측면에

서 주택지역인 경우에 특히 아이 엄마들이 만날 수 있는 소집단 모임이 활성화

되면 좋겠고 그것을 조직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었다.

저소득 고령인구 사이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소외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지 집단이 필요한 듯 하다. 사실 꼭 그런 것이 아닐텐데, 이들은 아파트 동네는

주택가와 달리 젊은 엄마들간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의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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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말을 하였다.

아파트 단지는 보통 그런게 잘 되어 있는데, 주택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택은 보면 옆집에 누가사는지... 보통 주택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
요....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많이 사니까, 주택단지에는 몇집 건너. 심지어 
한사람만 살수도 있고. (모2) 진짜 우리동네엔 우리 막내가 만 3살넘었잖아요. 
얘 밖에 없어요. (모4) 우리 첫애 낳았을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놀이터에도 잘 
보세요. 요새 애기 정말 없어요. (모7) 같은 나이 또래 키우는 엄마가 내 주위에 
정도는 좀 알면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애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 
애도 그렇더라. 이런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모6)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소속된 소집단이 있으면 상호 정보교환, 아이돌보기 품

앗이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모교육이 있으면 영아의 어머니이더라도 익숙

한 집에 아이를 맡기고 소집단의 대표로서 교육을 듣고 와 집단내 다른 어머니

들에게 교육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소집단 조직과 집단활용을

통한 부모교육강화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 엄마들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번보고 두 번보고 세 번보면 엄마들끼리 애기
들끼리도 친하거든요. 정보 교환도 하고, 애기들끼리 놀고. 엄마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보면 같은 또래 엄마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무슨일이 생
길때도 마음편하게 맡기고 그럴 수 있는거 같아요. 옆에 누가사는지도 모르거든
요.(중략) (모4)
소수집단을 만들어서 그 중에 대표엄마 한명씩이 배워서, 다른 엄마들 (애를)보
고. 그것도 좋은방법 아니예요? 우리 동네에 요만한 그룹이 있어. 그러면 그 중
에 한두명 빠져서 보고 있다가. 같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모2)

4) 기타 의견
가) 온라인 부모교육의 비현실성
일반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경우 집에서 온

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온라인 부모교육 강

좌를 확대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홍정효, 황해익, 2007).

그러나 부모 면접 참여자들은 인터넷이 사실상 아이를 키우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영아인 아이를 두고 컴퓨터를 켤 시간이 없고,

켜더라도 아이의 방해가 심하여 지속하여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

인 부모교육이 영유아 부모에게는 그다지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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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이들 인터넷. 이런것도 말씀하시는데. 이런것도 마음놓고 볼만한 상황이 안된
다는 거죠. (모6)
인터넷? 인터넷도 있지요. 애가 와가지고 키보드 건드리고, 꺼버리는데, 만지고, 
칠 수가 없지. 내가 글을 칠 수가 없지. (모1)

나) 핫-라인 상담전화의 개설 필요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알고 싶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어디에 물어보아야

할이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런 경우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궁금하고 불안한 것들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었으면 하

는 요구가 있었다.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낳았는데,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좀 낫고 이런 거예요. 첫애를 낳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아용품만 사지 애
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상 낳았을 때 내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겟고.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닥쳤을 
때 마음놓고 전화해서 물어볼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2)

다) 휴대전화를 통한 교육 홍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응

답자들은 주저없이 휴대폰 문자를 들었다. 주민센터 등에서 일괄적으로 중요한

교육 안내를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편리하다고 보았다.

또는 tv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핸드폰 문자메세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광고하는 효과보다는... (모3)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자를 해주시던지... 뭐 그런게 좋은거 같아요. ‘주민센터입
니다. 이번주에 이런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믿음이 가고. 
(모4)

라) 일하는 엄마를 위한 주말 부모교육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족 등 엄마가 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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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구분
자녀(연령) 출신 국가 한국거주기간 비고

모1 딸(4), 딸(2) 베트남 4년 27세

모2 아들(10), 아들(3) 일본 13년 한국어 능숙

모3 딸(6), 딸(4) 중국 5년 활달한 성격

모4 아들(4) 중국 3년

모5 딸(2) 캄보디아 2년 한국어 미숙

모6 아들(10개월) 베트남 3년 20대 초반

모7 아들(6), 딸(3) 몽골 6년 한국어 능숙

을 주말에 해 준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하였다. 주말 중 특히 토요일 오후를 꼽

았다. 그러나 주중의 저녁시간 등은 일과 후의 피곤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

로 보았다.

일하는 엄마들도 뭔가를. 애가 어리니까 뭔가 배우고 싶고, 해줄 것을 찾고 싶은
데.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5)
주말이 아무래도.. 밀렸던 일하느라고 주말에도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도 토요
일 오후 같은 주말에는 하면 좋겠어요. (모7)

나. 다문화가정 부모
다문화가정 배경을 가진 부모는 중소도시인 경기도 S시 S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에 등록된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

명이 포커스 집단 면접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Ⅴ

-4-2>와 같다.

〈표 Ⅴ-4-2〉다문화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보내주고 있는 ‘방문지도사’

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었고, 그 이외는 전무하다시피 이

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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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지도사를 통한 양육방법 학습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 이용을 신청하면, 5개월을 1회기로 하여 1

인당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주당 2회, 회 당 2시간씩 40회 동안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2시간은 한 시간은 한국어교육, 나머지 한

시간은 자녀양육교육으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이 방문지도사에 의

한 양육지도 교육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방문지도사. 집에가서 어머니 한국어 가르쳐주는 거하고, 애기들 상담해주는거 
하고. (모3)
저는 그냥 한 선생님이 같이 해줬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애기도 봐주고. 
(모4) 
봐주는거 아니고 두 시간 정도 가르쳐준거죠. 애기 어떻게 키우는지하고, 뭐뭐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모2)
저는 2년 전에 가정방문지도사 선생님께서 5개월동안 사실 받아본적이 있는데, 
좀 괜찮은거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 잘 모르고, 육아에 대한 정보 잘 모르잖아
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선생님이 오셔서 인제 애기 키울 때 어
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시고......선생님이 오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 때 우
울증도 있었고 집에만 있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제
가 정말 알고 싶었던 답을 해주셨어요. (모7)

나)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강좌
방문지도사에 의한 자녀양육방법 교육 이외에는 전혀 기회가 없다가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육아지원기관에서 개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 다문화부모들은 부모교육 관련 강연을 듣는 기회가 없

으므로 기관의 이러한 서비스를 매우 좋게 생각하지만, 한국어 능력에 따라 이

해가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저는 지난번 어린이집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했어요. 거기는 어디 대학교, 아
주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도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길 떠나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다문화 부모님들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많
이 될텐데 그런데 별로 없어요. (모3)
다문화어머니들은 한국어가 한국사람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2-3년 
3-4년된 엄마들은 거기가서 부모교육 들으면 알아듣기가...너무 빨라서 힘들어
요. (모5) 
다문화 엄마들만 따로 .천천히 천천히 맞춰서 해주면 좋겠어요. (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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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
가) 부모교육 내용면에서의 요구
(1) 영유아기 양육방법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지속적으로 알고 싶다는 요구가 었

다. 다문화 가정 면접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매우 자신이 없는 듯하고 많은 도

움을 원하고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 생각엔 그거 중요한 거 같애요. 부모자녀양육방법.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방법을 몰라서 애들이랑 소통도 안되고 대화도 안되서. 엄마도 잘해주고 싶
은데, 엄마가 할 줄을 모르니까. 여기 센터에서는 지도사 빼고 또 다른데 교육도 
있었으면... (모3)

(2) 유아기 어린이집 문제 해결 방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고, 어린이집과의 소통 문제, 자녀의

적응문제 등을 알고 싶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들이 생기거나 또 문의하고 싶은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
서 그걸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그런걸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모7)

(3) 초등학교 적응 및 학습지도
다문화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였다. 유아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을지, 아이

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 여러 면에서 궁금해하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누

군가가 해결방안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였다.

애들 학교에 갈 것도 걱정되고. 큰애도 어린이집 보내도 자신감도 별로 없고, 첨
에는 친구들도 안놀아주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거두. 보통 학교가서도 그런걸 
잘해야될 거 같아요. 단어 같은 것도... (모7)

(4) 아이의 발달 지식, 언어발달능력 수준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 자녀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커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

이 높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 했고, 특히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127

언어발달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보였다.

언어발달 같은거요. 발음이나 억양같은 거 엄마한테 배우니까. 엄마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건지 엄마가 판단을 못하는거예요. 괜찮은건지. 사람들
이 얘 억양이 이상해. 학교 입학하며는 친구들 사귀면.. 당연히 애들이랑 어울리
지 못할까봐 제일 걱정이 컸었거든요. (모5)

나) 부모교육 방법 측면의 요구
(1) 지속적 교육 필요, 1회기에 그치는 방문지도의 불충분
부모교육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방문지도사 프로그램을

단 1회기 5개월만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데 매우 큰 아쉬움을 보였다. 여건상 그

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좀 더 지속적인 지도와 관

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다.

지속적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같은 것 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모4)
저는 한번 받았어요. 하고 싶은데 계속 못해가지구. 결혼이민자들이 하도 많아
서. 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만 하면 안되잖아요. 다들 차례차
례로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도 단체로 수업에서도 어떻게.. 애들 양육방법도, 자
녀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문제 해결하려면 애기가 그때는 엄
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단체수업이라도 지속적으로 받고 싶음) (모3)

(2) 아버지 및 가족전체 교육
다문화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녀의 아버지들이 육아에 너무 무신경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들은

분명히 수업에 나오려하지 않겠지만 강제적으로라도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도 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회사일로 바쁘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엄마만 얘기 애들한테 신경을 쓰게 되고.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어떻게든 해야되니까. 아버지들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애요. (모5)
근데 애들 아빠가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일하
고 애기키워야 된대요. 프로그램 있어도 아빠는 절대로 안와요. (모1)
나와야 된다고.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설득시켜냐 되나?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는 못살겠다. 이런 기회있으면 같이 배우자고 하니까. “내
가 왜?” 하면서 혼자 배우라고 하더라구요. (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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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버지교육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포함한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다문화

인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가족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기회

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가족상담은 공개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개별적

으로, 전문가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족상담치료 그런거 있잖아요. 다 같이 해야된다. 엄마만 하면 소용없어요. 엄
마하고 아버지하고. 시부모 같이 살면 시부모도 같이. 그래야 효과를 보지요. 엄
마만 혼자 그렇게 하면 다른사람 아무도 관심없는데 아무소용 없어요. (모2)

3) 기타 의견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들

을 실었다.

다문화 면접자들은 대체로 자녀양육에 대해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며, 양육자

체를 몹시 힘들어했다. 새로운 문화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가족 사이에서

개인 스스로의 정서가 안정적이지 못한데 이에 더하여 육아부담까지 지려니 심

적으로, 육체적으로 일반 한국인 부모에 비해 어려움이 배가 되는 듯하다. 특히

연령이 어리고 한국에 온 기간이 3-4년 이내로 짧은 경우 육아 부담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달픔은 많은 경우 우울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

접 참여자들 중 3-4명은 ‘육아가 정말 힘들다’고 울먹였고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한 사람도 2명 있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 발달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다문화 어머니들

에게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육아를 하고 자신의 육아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

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맥락에서 면접자들이 제안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는 믿고 기댈 곳이 오직 남편과 시집 식구들 밖에

없으나 이들이 지지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이 극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 점

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심리적으로 기대고 육아에 대해 물어보거나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육아상담소나 육아지원센터가 있어 필요한 경우 전화를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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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민자들도 애기 키우는 방법도 많이 가르쳐주고, 자녀한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전화해서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거 있으면 ....아이가 이런 
경우 어떻게하면 좋으냐...이런걸 받아주는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
혼한다고 하면 각자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 같은 거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모2)

나) 육아정보지, 육아책자
면접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육아정보에 어둡다고 평가했다. 어디에 가면 아이

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이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면 좋은지,

비용이 적게 드는 놀이공간은 지역 내에 어디에 있는 지 등 육아와 관련된 정

보들을 알고 싶어했지만 어떻게 정보에 접근 가능한지를 모르고 있었다. 면접한

7가정 중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정이 2집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컴

퓨터 이용의 문제 때문이거나 한글에 익숙지 않아서 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인

터넷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러므로,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소

식지나 정보지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한 도서를 보고 싶으나 번역된 것이 거의 없어 집에

는 육아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육아서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다. 육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도서조차 접근이 안된다고

하므로, 이들이 가진 불안이나 불안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육아정보와 육아방법

을 보여주는 번역서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실내 놀이터 같은 것 어디있는지 알려주고 하면 좋겠고. 문제행동 같은 것 보이
면 애들한테 놀이치료 같은 것 하는 데도 어딨는지도 알려주고. (모7)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소식지) 레인보우라는 거 있는데, 원하는게 아니고 그냥 소
식일 뿐이지, 정보는 아니고요. 정보지가 집에까지 오면 좋죠. 우리가 어디어디 
갈수도 없고. 어디있는지 장소같은거도 알려주고. (모6)
책을 집에다 두면 좋겠지만....한국어책이라도,,,어린이집에라도 양육방법 책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3)

다. 맞벌이 부모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서울시내 모 회사 사원을 중심으로 모집

하였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2명과 어머니 3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참

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Ⅴ-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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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구분
자녀(연령) 직업 비고

부1 딸(유아) 사무직 유치원 이용

부2 아들 둘(30개월, 2개월) 사무직
기관이용 안함

모 출산휴가중

모1 딸(7개월) 사무직 집에서 외조부모가 키워줌

모2 아들(6세), 딸(16개월) 사무직
아들은 5세때부터 놀이학원 이용

딸은 집에서 조부모가 키워줌

모3 딸(23개월) 사무직
남편 직장의 어린이집 이용 중

둘째 임신중

〈표 Ⅴ-4-3〉맞벌이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의 상황
맞벌이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다보니 육아에 신경을 쓸 절대적

인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양육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는 가지

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육아만을 하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아기 낳기 전에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려고 하던 찰나에 (중략) 8개월에 조산을 
했어요. 출산전에 해야지 했던 걸 놓치고. 그 이후에는 육아와 그런 기타등등에 
휩쓸려서 관심을 못가졌죠. (모3)
가족 사이에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싶은데 사실은 생각만 하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모3)
조금 잊어먹었다 싶으면 나중에 찾게 되고. 하다보면 에이 못찾겠네 하게 되고. 
(부2)
키우는 거에 급급해서 교육이나 더 나은 거는 접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모3)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맞벌이 부모들은 기본적인 육아 이외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에 부모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는 기관에

서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학습지 회사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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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전부였다. 참여 시기로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녀들과는 주로 주말에 시

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교육도 주말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게 있나요? 하나? 어딘가에서는 하겠죠? 일반인들이 그런거를 알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1)
이들이 주로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손쉬운 방법인 주변 사람들

과의 대화, 관련 서적,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었다.

주로 컴퓨터로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유식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육아포털 사
이트가 많이 도움이 되요. 카페나 블로그, 파워블로거들 많이 찾게 되고. (모1)
전반적으로 엄마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는 주워듣는 걸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그때 
필요한 지식을 그냥 인터넷으로 습득하는 것 같아요. (부2)
하지만 이들 부모들은 이렇게 얻는 정보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과 비체계

성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그 때 아이에게 필요한 단계. 어딜 가야한다하면 인터넷으로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교보도 ‘뭐가 좋다더라’ 물론 거기 정보가 다 있겠죠.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부2)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험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의 
신빙성이 없거나, 우리 애한테는 전혀 안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제 상황에
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제 걸 뽑아내야 되니까. 많은 정보 서치를 
해야 하는 거죠. (부2)
교육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부모가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검증된 기관에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믿음이 가는 그런 것
들(교육이나 정보)은 접하기가 힘들고. 인터넷에서 각자의 경험들이나. 옆집 누
구 엄마,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안들어야 
애를 바로 키울 수 있지 않나 해서. (중략) 그런 프로그램이나 하는 건 접해본 
적도 없어요. (모2)

2)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부모들은 모두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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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여자들이 아기를 뱃속에 가질 때는 태교를 해야든지 그런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막상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산까지만의 고민을 갖고 있다가 애를 낳고보
니 너무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양육 조차(모르겠더라고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데 물을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구요. (모2)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가 사교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가 징징거리니
까. 아이가 어린이집 가지 않고서는 바깥 접촉이 없잖아요. 아이의 상태를 판단
하기가, 아이들을 적게 나으니까 적게 만나게 되고 판단기준도 모르겠고. (부2)
또한 믿을만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

는 것처럼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사 또한 있었다.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뻔한 자료
들...(그런 것 말고). 제가 선생님께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된다
면, (중략)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때는 맨날 오구 그래요. 거기에서 부모교육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다들 
부모입장에서는 애지중지하면서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부2)

나) 내용
교육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아이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식, 현대 사회에 필요한 양육방식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

내 아이가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면 아이는 점점 성장하기 때
문에 말하는 거, 눈높이나, 행동하는 거 그런 게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엄마가 대화도 해주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처
를 해줘야 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한테 어느 정도 적
응을 했다 싶으면 아이는 또 어느 샌가 자라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
는데 엄마는 이거에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인들하고 대화
를 하고 성인들하고의 도덕적인 가치기준, 이런 거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아이는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를 잘 맞춰서 성장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전혀 (중략) 그런 기회나 정보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벌이다 보니까) 아침먹이고 유치원 보내기 바쁘고 
(후략) (모3)
이 나이 때에는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아이가 못 받아들인다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걸 좀 안다고 하면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중략) 이런 걸 제가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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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구분

자녀(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가장의 직업 비고

부1 딸(3) 무응답 농업 귀농, 맞벌이 가정

부2 아들(6), 아들(3) 100만원 축산업
귀농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모1 딸(9), 딸(6), 아들(3) 무응답 전문/자유직 귀농 가정

모2 (2), (1) 무응답 농업 일반 농촌가정

모3 무응답 무응답 농업 다문화가정

모4 딸(5), 아들(3) 무응답 농업 다문화가정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훈육방법이나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성교육 그런 걸 어
떻게 해야되는지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야지. 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 사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모1)

다) 방법
맞벌이 부모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는

방법을 원하고 있었다. 그 예로는 부모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뢰할 수 있는 방송매체 등이 있었다.

EBS 다큐 프로그램 같은거.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보거나. 육아관련도서는 많이 
있지만 읽다보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아이를 이론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2)
또한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많다보

니 조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부모도 있었다.

엄마아빠 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아야 될 것 같구. (모1)

라. 농촌 가정 부모
농촌 가정 영유아 부모는 경상남도 G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 소속 영유아 부모를 통해서 모집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2명과 어

머니 4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어머니 2명은 결혼이민자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Ⅴ-4-4>와 같다.

〈표 Ⅴ-4-4〉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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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의 상황
농촌 가정 부모들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도시에 비해서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도시보다 교육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 시

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며, 부모들의 직업이 대개 노동집약적인 형태

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부모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저조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는 더욱 제한적이

었다.

우리 애가 저절로 될 것이다. 시골 분들은 애들 교육에 별 관심이 없어요. 농사
짓느라 바쁘시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도 애를 (농사일 때문에) 못 보기 때문
에 보내는 거죠. 요번에 했던 것도 취지는 좋기는 한데요. (모2)
일반 농촌 가정뿐만 아니라 요즘 늘어나고 있는 농촌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은 유사하다. 농촌 인구 중에 다문화가정 수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다

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정을 보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못하게 해요. 엄마는 집에 그냥 있
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나가기도 싫고, 애기 때문에 밖에도 
못가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선생님을 오게 하기도 그러니까. 애
기까지도 (교육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남편이나 
친구 중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무서워하죠. (모4)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한다고 해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수준이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교육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저는 혼자 왔는데. 주부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 알아 들으니까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니 가지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계속 왔어요. 좀 힘들어도 다 얘기하면 쉽게 가르쳐주려고 하시니까. (모4)
농촌은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이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또한 언어 문제, 지리적 문제, 가족의 지원 부족 등으로 부

모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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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농촌의 제반 사항이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열악하다 보니 부모교육을 주로 접

할 수 있는 장소는 자녀들의 육아지원기관이었다. 육아지원기관은 농촌 부모교

육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 기관을 통한 부모교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경험하

고 있었다. 최근에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코칭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성격 유형 및 자녀의 기 살리는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어린이집 외에 여

성 농민회에서 부모교육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주 간헐적이며 그 이외의

공식적인 부모 교육의 기회는 없었다.

자기 아이를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애기를 계기로 해서 모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라든지, 지역에 있으면서 그걸 
교육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거창 들어온 
지 10년째인데요. 결혼하기 전이든 애를 갓 낳았을 때든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
이든 그 어떤 형태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알기론 없어요. 몰라요 
또 읍내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처음 접한 
부모교육이었지요. 책이나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강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건 처음인데 충격을 받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부1)
다문화가족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G시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그

곳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 있지만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방문

교육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2) 부모교육에 대한 평가
가) 부모교육의 필요성 인식
농촌 가정 부모들이 경험하는 부모교육은 제한적이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인

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

중 매체를 부모교육의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이라는게 잘 없잖아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없고. 오로지 저 같은 
경우는 SBS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다른 아빠가 
“EBS 아닌가?”) 아... EBS 구나. 부모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5주 동안 집중
적으로 교육 받아본 것은 처음이구요. 교육을 받고 나면 한 달 동안, 아니다 열
흘 동안은 잘해주게 되고 (웃음).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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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구요. (부1)
EBS 뭐 이런 거. 시골에 오니까 더 불안하니까 더 찾게 되고. 그런 불안감을 채
우려고 하는 거죠. (모1)
부모교육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농촌 가정에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방법이었다.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도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음을 다행스러워 하였으며 텔레비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농촌 가정 부모의

조바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 부모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의 비효율성
부모들이 경험한 부모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이었지만 개인별 평가는 다양하였다. 본 면담에 참여한 부모들

이 최근에 경험한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았다는 부모도 있

었지만 농촌 가정 부모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교육 자체를 여기가 농촌이고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니까 우리 수준에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내용은 참 좋았는데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
어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은 그리고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도시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모2) 
결국엔 부담스럽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자기를 제
대로 보고 자기 성격유형을 보고. 선생님은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저는 단계별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1)
부모교육의 내용은 좋았지만 농촌가정 부모에게 주로 대화식의 부모교육 방

법을 적용한 것이 농촌 가정 부모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부모 교육의 내용 선정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에 있어 부모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
농촌 가정은 예상보다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농촌 가정

외에도 귀농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있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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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버
지들을 모아서 그 가정형태에 맞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의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귀농한 부부
는 또 귀농한 부부대로 필요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면 농촌지역은 기존에 살
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읍내로 이사를 가서 애들 교육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농사
를 지어요. 애가 자연스럽게 읍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빈 농촌을 
누가 채우냐하면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자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집의 반수가 다문화가정이나 귀농자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야 고만고만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놓
여있으니까 옛날처럼 단순하게 농사짓는 엄마 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1)

(1) 귀농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귀농한 농촌 가정 중 젊은 층은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귀농한 가정이 많

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모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보

였다. 자녀 교육을 위해 귀농을 선택할 만큼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자녀 교육

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 일반 농촌 가정의 부모와는 다른 부

모 교육의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사는 데가 집이 두 집 밖에 없는데, 그 뒷집이랑 우리 집이랑 조금 더 들어
올 예정이긴 한데. 같이 어울려 살면서 어차피 애들이 한명 두 명이니까 애들 놀
이방을 같이 만들자. 부모들이 다 대학을 나왔고 전공이 다 다르니까 한가지씩이
라도 애들을 가르치자. 우리 아이들이라도 읍에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 순간적으론 의욕이 생기지만, 당장 취학할 때가 되면 마음이 또 흔들리죠.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걸 지키기가 힘들죠. (부2)
어떻게 극복할건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모르고 왔는데, 저는 아이 
교육 때문에 시내에 나가야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두려움
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 어떻게든 그 극복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와이프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답은 아직 못 구했지만 웬만
한 것은 직접 하고, 그게 조금 모아지면 성향이 맞는 부모들이 모여지면. (부1)
귀농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은 일반 가정의 요구와는 달리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지속시키면서 학업 문제로 자녀에게 부담 주는 사회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농촌 부모 교육은 귀농한 부모가 있을 귀농

가정의 특성 및 부모의 신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농촌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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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보다 세밀한 교육적 관심이 요구된다. 농촌에서도 다

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우리는 너무 끝이니까. 처음엔 애들 없을 땐 계속 가고. 공부도 하고. 아이 기본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애기 낳고. 이제는 근처밖에 못 가는데. 자기 
차도 없고. 또 계속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요. 여기서 혹시나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교육 있을 때 참석하고. (모3)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동이 자유로워 한국어 공부나 부모 교육의 기회를

가졌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달리 다문화가정이 지역적으로 산재해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관이나 지방자치제 기관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하여 부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조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농촌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

기 힘들다.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부모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조부모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

우, 영유아의 신체, 정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정서적 불안에 대해서는 사

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오기는 오셨는데 왔다가 가셨죠. 우리말을 잘 안 들으시
죠. 실제 부모님들(어르신들)은 이런 교육자체가 의미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자기가 가져왔던 철학이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애 가르치는 건 선생님이 
하고, 집에서는 애 오냐오냐 키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서의 교육
은 조손가정에선 힘들다고 봅니다. 조손가정 애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솔
직히 할머니들이 책을 읽어주겠습니까? 대부분 밭에 데려 다니면서 놀고 할머니 
티비 보는 거 같이 보고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게 다고 하니까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모2)
농촌 부모들 중에는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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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농을 했는데. 애 또래가 10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할머니 손에서 크는 애들이 몇 명 있다 이러면 그냥 불안
한 거예요. 도시에는 애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적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아이 속에 그 중에 몇 명이 문제아가 있다고 하면 불안하거든
요. 훨씬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애만 교육이 잘 돼서 될 일이 아
니고, 농촌 자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강의들이 다양하게 부분적으
로 있어서 평준화시키면 불안함이 덜할 것 같아요. (부2)
조부모를 (조)부모 교육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

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하여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

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조부모들의 수준을 고

려하여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부모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부모교육의 대부분이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들

은 부모교육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맡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예전과 달리, 농촌에서도 여성 농민의 권익, 문화, 보육에 관심을 두면서 부모교

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모교육을 육아지원기관에만 의존하지 말

고 면사무소와 같은 곳에서도 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농촌 부모들이 손쉽게 부

모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아래 면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부모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의 측면에서 열악한 편이다. 현재 농

촌에서 운영 중인 여러 공공기관이나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부모 교육의 기회

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귀농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여성농
민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부다 생산자 조직밖에 없었어
요. 그나마 농협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대학.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작목 이런건 
있지. 보육이나 이런 여성 농민들의 문화 이런 걸 위한 기관은 전무후무했거든
요. 최근에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모이고 하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런 혜택을 받지만 이런 것도 못 받는 곳도 많습니다. 거의 방치입니다 
방치. 엄마들은 일만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 (부2)
인터넷을 통한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농촌 지역의 많은 인구가

고령이며 인터넷보다는 실제로 참여하거나 직접 볼 수 있는 책과 같은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부모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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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소책자 및 리플렛을 배부하는 것도 부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부모 및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형성
농촌 가정 부모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들보다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

심이 높았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보

니 자녀의 또래 부모나 이웃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귀농

가정이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이나 보육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뜻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모임을 하든지. 이 부모들이 뭔
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고 하면 (시내로) 안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시
도조차도 안한 것 같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부모들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
요. 만약에 이번은 한 번인데 계속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교육에 관심 없던 부
모님도 관심을 갖게 되고 맞는 부모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몇 팀이 모여서 시작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2)
본 면담을 한 곳에서도 부모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희망이 있었을 뿐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심

있는 부모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부모 교육 및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모 교육 지도자

연수 및 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면접 대상자 모집이 매우 어려웠다. 한부모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야 하는 면접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참여

해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었다. 몇몇 기관을 접촉한 결과 서울특별시 산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면접자는 총 5명으로

모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한부모 가정이었으며, 이혼으로 인해 한

부모가 된 경우들이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 <표 Ⅴ-4-5>와 같다.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141

구분 자녀(연령) 직업 비고

모1 아들(5) 시간제 취업 친정의 도움

모2 딸(17), 아들(4)
친척집 입주

가사도우미
자녀 유치원 다님

모3 아들(10), 아들(5) 시간제 취업 국공립어린이집장애통합반 다님

모4 딸(5), 딸(3) 무직 기관 다니다 현재 집에 있음.

모5 아들(4) 무직

〈표 Ⅴ-4-5〉농촌 가정 부모 포커스집단 참여자

1) 부모교육 참여 실태
가) 육아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들을 이야기 하였다.

부모교육은 유치원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제가 교회에 속해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요. 종교단체 하시는 데라 
제 사정을 듣고 그걸 많이 참작해주셔서 아이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셔서 보내요. 
(모2)
저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에 보냈는데, 1학기 때 1번 있었던 것 같고, 2학기 
때 부모들 오라고 해서 부모들 특강을 한적이 있어서 참여했었죠. ...특강같은 경
우는 영어라든가 한문, 오르프라는 음악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을 엄마랑 아이랑 
같이 할 수 있게했고,. 애들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프린트물로 한달에 한번씩 보
내주시기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모4)

나) 공공기관 주관 프로그램 참여
면접 참여자들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정규직 직장은 아니고(실제로 정규직에

묶여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시간제 취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중에

모3은 보육정보센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센터

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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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할 때 마포구 보육정보센터에 몇 번 갔었어요. 거기 가면 놀이터, 도서관, 
장난감 같은 것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고 발달강좌에 대한 것도 
있고. 잘 기억은 안나는데 교육 받으러가면서 프로그램도 보고 했어요.  저희 아
이가 장애통합반 치료 같은 걸 했었거든요. 토요일에는 3시까지만 열어요. 토요
일 일요일에 하면 좋은데 그때는 문을 닫아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의 이용할 수가 없어요. (모3)
강서구 인력센터에서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센터
라는 걸 알게 됐고, 초창기에 애 데리고 가서 같이 놀고 참여를 많이 했는데 지
금은 예산 때문인지 안하더라구요. (모1)
그 외에 도서관에서 영유아 자녀를 위한 가정 방문식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자녀에 대한 책읽기 교육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언급도 있었다.

동작구 어린이 도서관에서 독서 코칭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책을 가지고 오셔
서 집에서 해주시더라구요. 되게 좋아요. 독서코치지도사라는 과정에 있는 선생
님들이 자원봉사로 해주시는데. 최소한 30분 있다가세요. 책을 골라와서 거기에 
맞는 만들기라던지. 완벽하게 해오시더라구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10번 오는건데, 다행히도 제가 동생네 집에 있으니까 낮에 신청해
서 하지. 직장 다니는 한부모엄마들, 일하는 엄마들은 하지도 못해요....저도 이
제 집에서 책을 재미있게 읽어 주게 되었어요... (모2)

다) 기타 교육 프로그램 활용
공공기관이나 육아지원기관 이외에 한 부모 집단은 종교단체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였고 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육아지원과 함께 부모교육, 한부모 친교

활동 지원 등을 한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가장 효용성이 높고 편리한 접근

방식으로 TV 방송을 통한 육아지식 습득을 긍정적 경험으로 들었고 특히 자녀

가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기 전에는 TV를 통한 부모교육이 더욱 유용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회에서도 부모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애 키울때는 교회에서 뭐 PET
교육 이런거 했었거든요. 유아학교 이런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부모교육 가
끔 하거든요. (모3)
저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는 못갔고, 
중간 중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실 때 몇 번 갔었고. 부모교육은 교회에서 
광고가 많이 났었는데, 시간적으로 애들하고 가기가 어려웠고, 큰 교회에서 많이 
했었고. 제가 몇 번 가본 데는 홈스쿨 하는 엄마들이 가보자고 해서 그 엄마들은 
더 절실하잖아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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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어릴 때는) EBS 방송을 많이 봤어요. 부모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유아 책 
같은 거 빌려서 보고. (모4)
EBS 부모 60분.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3)
요일마다 이렇게. 틀린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10시 30분에 하는 것이요. 애기 
어렸을 때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1)

2) 요구
가) 보육서비스가 포함된 부모교육
한부모가정은 특히 부나 모 혼자서 일과 자녀를 모두 돌보아야 하므로 부모

교육을 할 경우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보육서비스가 같이 제공되지 않으면 참여

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말에 이루어지기를 바

라면서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상담전화 
혼자서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모두 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특성상 자녀 양

육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문의 및 상담이 전화를

통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엄마가 혼자하면서 안되는 부분들. 주말 같은 날 주민자치센터 그런데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참 좋겠어요. (모4)
전화를 하는게 더 좋죠. (모1)
전화로 뭐를 여쭤보고, 오늘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5분이면 되잖아
요. 1시간 동안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4)

다) 자존감 등 한부모 특성화 부모교육
어린이집 등 육아기관에서 하는 대규모 부모교육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부모인 면접참여자들은 실제 적

용이 불가한 일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부모인 경우 특별

히 필요하다고 보는 부모교육의 내용으로서 한부모 가정이지만 당당하게 자녀

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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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또한 한부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다는 의

견과 함께 한부모로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도 하였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잖아요. 양부모들이랑 함
께하는 부모교육보다는 한부모를 위한 것이 있길 바라죠. 우리도 이렇게 만나니
까 편하잖아요. (모5)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였을 때, 양부모인 엄마들보다 한부모 
엄마인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혼자 키워서 애가 이러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양부모인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한부모이기 때문에 위축되서 
괜히 내가 한부모여서 그런가 하고 자책해요. 이런 한부모인 엄마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2)
한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양부모보다 훨씬 힘들어요. 한부모 가정 
특유의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3)

바. 집단간 부모교육 요구의 비교
지금까지 부모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포커스 그룹 면접을 하고 그를 통

해 얻게 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집단 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다음의 <표 Ⅴ-4-6>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소결
본 장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현황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부모 대상

설문과 심층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모특성별 표집을 위하여 맞벌

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저소득층으로 나누었으며, 부모특성별로 소집단 심

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인식 정도를 보면, 부모교육에 대해서 들어

본 부모는 응답자의 80.4%를 차지하나 실제로 참여한 부모는 26.4%에 머무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나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가정

특성별 부모가 필요로 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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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육아지원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1회의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 가장 빈번하게 다루

어지는 주제였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는 가정 방문교육이 있어 부모교육 참여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인 시간

부족과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부모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보더라도

기관의 문자나 전화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부모 스스로 부모교

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효과적임

을 보여준다.

부모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 교육시간 동안 자녀

돌봄,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교육, 적절한 강사 및 주제 선택 등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부모특성에 상관없이 영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관한 지식,

자녀와의 대화 방법, 자녀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설문이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한 부모특성별 의견을 다른 가정과 비교해보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놀이 방법,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생활지도를 위

한 훈육 방법, 다문화 가정에서는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지식과 영유아의

건강·영양 관리, 농어촌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 개선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다수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부모교육 참여를 위해 부모의

개인적인 의지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부모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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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용 개발

부모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학과, 유아교

육학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모으

는 과정을 거쳤다. 델파이 조사는 부모교육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했던 1차 조사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리커드 척도

화하고 다시 의견을 물어 선호도를 파악했던 2차 조사, 그리고 2차 조사에서 상

위에 랭크된 의견들만을 선별하여 의견 편차를 줄여 합의도를 높이고자 했던 3

차 델파이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본 장에

서는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각각에 대한 결과 분석과 함께 최종적으로 합

의된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로서 알아

야 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부모교육을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부모됨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있

다.

둘째는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을 보

다 체계화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교육 기

관으로 하여금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계획 수립 시 의지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일반적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어촌, 한부모, 맞벌이, 다문화, 저소

득층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에게 적합한 맞춤형 부모교육 내용과 지도의

주안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부모특성을 가진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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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에 대해 교육 계획 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또 하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전국의 유아교육과 아동학, 보육학과 등 관련 학과의 교수에서 부모교육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있었다. 아

래와 같은 논의들은 모두 본 연구가 추구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의 발달단계별/발달영역별로 
부모가 획득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체계적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
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습
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그러
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1. 9. 2.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B대학교 L교
수)
부모됨의 중요성과 의미, 자녀성장과 발달 이해, 자녀양육 지원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 활용 및 참여 등에 대한 지식과 생각해보기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부모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2011. 9. 4.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S대학
교 S교수)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자녀가 민주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보편적
으로 갖추어야 할 부모로서의 소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11. 9. 6.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J대학교 L교수)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
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1. 9. 6. 제1차 델파이조사 응답 중, E대학교 
Y교수)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수립 과정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기위해 관련 학계의 현직 대학 교수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제1차 조사의 참여자 수는 123명에 이르렀다.

2011년 9월 실시된 제1차 델파이조사는 총 5개의 개방형 응답식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⑴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개념 및 의의, ⑵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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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⑶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별 핵심 내용, ⑷ 5개 부모

특성 집단별 중점 부모교육 내용, ⑸부모교육 교육과정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

었다. 이 중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문항은 교육과정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2, 3차 조사에서 지속적

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델파이 문항은 결국 ⑵, ⑶, ⑷ 등 세 문항이었다.

제1차 조사에서는 응답을 자율적으로 적을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을 주었으므

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수에 제한 받지 않고 마음껏 제시하였고, 연구진

이 응답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 제시 빈도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여 ⑴번 문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열된 응답지의 수는 222개였으며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비슷한 응답으로 묶을 수 있는 내

용들을 합치고 나열된 응답지 중 빈도가 한 번에 지나지 않는 응답은 제외를

하여 2차 조사를 위한 문항을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조사 분석에서 30개

의 응답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2)번 문항과 (3)번 문항에

대해서도 델파이 2차 문항 제작을 위한 응답지를 선택하였다.

제2차 델파이는 5점 리커드식 척도를 이용하여 주어진 각 내용에 대해 동의

하는 정도를 표하게 하였고 연구자는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최상위 항목부터 최하위항목까지 나열하였다. 2차 조사의 (1)번 문항인, 부모교

육 교육과정의 영역으로 적절한 것에 대한 의견에서, 30개의 선택지에 대해 평

균 2.96∼4.55까지 점수의 분포를 보였고 표준편차는 0.62∼1.10 정도로 나타났

다. 표준편차를 줄이는 작업이 될 제3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자들은

2차 조사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평균점수 상위 70%까지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

로 넘기는데 동의하였다. 2차에서 제시한 선택지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였으므로 이를 축소하는 단계가 필요했고 그 기준을 2차 조사 평균 점

수에 두고 30%의 하위 선호 응답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제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에서 상위로 선별된 70%의 선택지 수를

가지고 다시 3개 각 문항(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부모집단별 중

점 교육내용)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실시하였다. 2차조사

에서는 약 70명의 전문가가 응답에 참여하여 1차 조사 참여자의 56.9%가 재참

여하였고 3차 조사에는 2차 참여자의 72.9%인 51명이 다시 참여하였다. 각 조사

별로 일주일 정도만의 온라인 응답기간을 제공하였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재

참여를 하여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전체적인 델파이 조사의 과정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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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다음 [그림 Ⅵ-2-1]과 같다.

제1차 델파이 조사 문항 제작

- 문항 검토 및 수정

- 조사문항: 5개 개방형 질문 (의견수렴 2문항 + 델파이용 3문항)

제1차 델파이 조사 실시

- 관련 분야 교수 명단 500명 확보

- 이메일을 통한 조사안내 및 질문지 배포

- 조사기간: 2011. 9. 2. ∼ 9. 9 - 응답자 수: 121명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전체 응답 나열 유사응답통합 유사응답 2차 통합 빈도 1 삭제

제2차 델파이 조사 문항 제작

- 문항 수: 총 3개 (교육과정 영역/ 교육과정 내용/ 부모특성별 중점 내용)

- 문항 형식: 5점 리커드 척도 이용 동의정도 조사

제2차 델파이 조사 실시

- 이메일을 통한 조사안내 및 질문지 배포

- 조사기간: 2011. 9. 30 ∼10. 7 - 응답자 수: 76명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응답지별 평균 표준편차 산출 평균 상위 70% 응답지 선택

제3차 델파이 조사 문항 제작

- 목적: 문항별 편차의 감소를 통한 의견 일치도 제고

- 문항 형식: 5점 리커드 + 2차에서의 각 응답자별 응답내용

제3차 델파이 조사 실시

- 이메일을 통한 조사안내 및 질문지 배포

- 조사기간: 2011. 10. 25 ∼10. 31 - 응답자 수: 56명

제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문항별 요인분석을 통한 유사 응답 제거 → 최종 부모교육 교육과정 도출

〔그림 Ⅵ-2-1〕델파이 조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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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 역할 4.55 4.65 0.62 0.52

부모-자녀 관계 4.46 4.57 0.72 0.6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4.32 4.53 1.02 0.68

영유아 발달 4.31 4.40 0.85 0.84

부모기 이해 및 발달 4.17 4.26 0.93 0.81

가족관계 4.08 4.14 0.93 0.71

영유아 문제행동, 부적응행동 4.08 4.15 0.87 0.65

아버지 양육참여 4.06 4.26 0.93 0.69

부모 발달 4.00 3.97 0.90 0.72

현대사회의 부모, 가족, 양육, 교육문제 3.99 4.05 1.10 0.90

3.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델파이 조사의 결과는 2차와 3차 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조사

는 개방형 질문에 의한 자유서술식 응답이므로 이를 분류하고 유사 응답끼리

조정한 후, 빈도가 1로 매우 저조한 제안 횟수를 보인 응답은 제외를 한 결과가

2차 조사의 질문지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2차 조사 설문 결과와 이를 다시

실시하여 편차를 줄인 3차 조사 결과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델파이 2차 조사

의 신뢰도는 chronbach α=.95로 확인되었다.

가.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1차 응답 결과 중 빈도 2 이상 항목을 제시하고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E

또는 영역 제목으로 적절한 정도를 표하라는 질문에 대해 2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의 <표 Ⅵ-3-1>과 같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부모 역할’

로 평균 4.55(SD=0.62)점이며, 다음은 ‘부모-자녀 관계’(M=4.46, SD=0.72),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M=4,32, SD=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

과를 2차와 3차 간 비교해 보면, 각 항목에 대해 평균은 높아지고 표준편차는

낮아져 응답자들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

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표 Ⅵ-3-1〉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 델파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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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 됨의 의미 3.95 3.91 0.92 0.69

가족에 대한 이해 3.91 3.78 0.98 0.80

놀이 발달 및 놀이지도 3.88 3.79 0.89 0.82

자녀 발달 3.87 3.88 1.05 0.80

부모교육 프로그램 3.86 3.69 0.96 0.84

부모의 자아개념, 자기이해 3.84 3.79 1.05 0.85

발달에 대한 이해 3.80 3.74 0.91 0.87

부모로서의 철학과 신념 3.79 3.64 1.09 0.83

영유아 교육 3.78 3.67 1.02 0.83

부모 자아발견, 자아성장 3.74 3.59 1.10 0.94

가족발달 3.67 3.55 0.92 0.78

아동 권리 3.64 0.95

육아지원기관의 종류, 역할, 참여 3.58 0.93

부모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3.55 1.05

가족과 지역사회 3.54 0.97

인간 발달 3.47 0.90

가족과 교육기관의 관계 3.47 0.92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3.42 1.10

가족 문화 3.33 0.93

지역사회와 문화 2.96 1.01

(표 Ⅵ-3-1 계속)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것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비슷한 개념을 포

함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를 모두 영역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들을

유사한 내용들은 묶음으로써 몇 개의 큰 영역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후 영역별로 대표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 영역의 제목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항목들을 우선 묶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3차 응답 데이터를 이

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Ⅵ-3-2>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을 때(추출요인 수 부여 방식 이용,

Varimax 회전), 현대사회의부모-부모역할-부모됨의의미-부모의자아개념-부모자아

발견-부모로서의 철학과 신념 등 ‘부모’와 관련한 항목들이 제1요인으로 묶여졌

다. 부하량에 따른 제2요인은 영유아발달-부모발달-유아교육-영유아문제행동 등

으로 구분되었고, 제3요인에는 부모교육프로그램-놀이발달 및 놀이지도가, 제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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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1 2 3 4

가족관계 .024 .160 .216 .834

가족에대한이해 .401 .078 -.011 .693

가족발달 .176 .299 .256 .603

부모역할 .595 .048 .000 .239

부모됨의의미 .542 .340 .395 .006

부모의자아개념, 자기이해 .760 .386 .267 .113

부모자아발견, 자아성장 .708 .269 .462 .008

부모-자녀간의의사소통, 상호작용 .706 .324 .144 .192

아버지양육참여 .706 .026 .105 .180

현대사회의부모,가족,양육,교육문제 .690 -.030 .057 .246

부모로서의철학과신념 .680 .214 .450 -.034

자녀발달 .661 .237 .202 -.030

영유아발달 .110 .791 -.118 .236

영유아교육 -.055 .725 .318 .183

부모기이해및발달 .462 .679 .023 -.164

부모-자녀관계 .219 .631 .049 .247

부모발달 .450 .486 .292 -.049

영유아문제행동, 부적응행동 .438 .483 .367 .201

발달에대한이해 .226 .100 .651 .096

놀이발달및놀이지도 .146 .150 .611 .110

부모교육프로그램 .103 -.084 .753 .149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6회전반복계산)

인에는 가족관계-가족에대한이해-가족발달 등 ‘가족’ 관련 항목으로 뚜렷하게 구

분되었다.

〈표 Ⅵ-3-2〉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참고하고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각 요인을 구분하여 4개의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이름 붙인다면, 각

영역의 주제는 ⑴부모 ⑵영유아 ⑶가족 ⑷지도(교육)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이론과 요구, 선행연구자료, 전문의견 등 모든 관련 자료

를 총합에 의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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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4.83 4.82 0.38 0.39

맞벌이 부부의 효과적인 양육법 4.55 4.47 0.60 0.60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 4.53 4.52 0.58 0.54

부모-자녀 관계 문제 및 치료 4.52 4.51 0.62 0.60

영유아기의 중요성 4.48 4.55 0.70 0.65

아버지 양육 참여 4.48 4.45 0.64 0.63

영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4.42 4.38 0.68 0.67

자녀 훈육 기술 4.41 4.51 0.77 0.63

자녀의 특성 이해 4.40 4.49 0.79 0.66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 4.40 4.42 0.74 0.68

부모의 심리적 건강 4.39 4.40 0.72 0.70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4.39 4.43 0.73 0.73

인성 지도 4.36 4.38 0.69 0.70

영유아기 기질과 부모의 성격 4.36 4.36 0.76 0.67

영유아기 정서 발달 4.34 4.33 0.76 0.78

기본생활습관 지도 4.33 4.46 0.72 0.63

부모됨의 의미 4.32 4.23 0.76 0.76

영유아기 심리, 성격 발달 4.30 4.29 0.73 0.68

문제 행동 및 부적응행동 4.29 4.40 0.73 0.62

발달 단계별 발달과업 4.29 4.29 0.85 0.79

부모의 자기이해와 성격분석 4.28 4.26 0.76 0.78

영유아기 인지 발달 4.26 4.24 0.77 0.78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 4.25 4.21 0.82 0.81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 4.22 4.21 0.86 0.79

자신감 및 주도성 지도 4.21 4.09 0.72 0.68

영유아기 언어 발달 4.20 4.12 0.77 0.77

나.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구

성상 기본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각 영역 하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델파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담아야 할 내

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자율서술식을 거쳐 2차, 3차에서 정리된 내

용은 영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 Ⅵ-3-3>은

내용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한 항목들과 각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점수를 보여주

고 있다.

〈표 Ⅵ-3-3〉부모교육과정의 내용 - 델파이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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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영유아기 신체 발달 4.20 4.19 0.80 0.78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4.20 4.10 0.73 0.67

부모와 교육기관의 소통 및 부모의 참여 4.19 4.02 0.73 0.72

양육 태도 4.18 4.18 0.78 0.63

부모역할의 변화 및 어려움 4.16 4.16 0.86 0.79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4.16 4.11 0.82 0.72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방안, 가족치료 4.08 4.02 0.89 0.74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4.08 3.88 0.76 0.62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4.08 4.02 0.82 0.64

부모 발달 단계 및 특징 4.04 4.10 0.97 0.81

양육 신념 4.04 3.98 0.77 0.61

영유아가 도덕성 발달 4.04 3.97 0.84 0.72

건강한 가족 및 가족문화 4.03 3.88 0.94 0.73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4.01 3.84 0.85 0.73

양육정보·사회적자원활용(교육·보육기관,정책등) 3.99 3.91 0.76 0.57

창의성 계발 3.97 3.91 0.79 0.63

부모교육 프로그램 3.95 3.86 0.92 0.74

언어 지도 3.95 4.00 0.83 0.75

임신 및 태교의 중요성 인식 3.95 3.91 0.91 0.68

자녀 성교육 3.95 3.76 0.90 0.76

아동 학대 3.93 3.88 0.80 0.68

영유아기 뇌 발달 3.93 3.86 0.98 0.76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3.88 3.81 0.85 0.71

발달장애 및 고위험군 영유아 3.86 0.78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 3.85 0.90

현대사회의 변화와 가족 3.84 0.86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3.83 0.86

아동행동 관찰 및 이해 3.83 0.94

가정 내 교육에 대한 이해 3.81 0.94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3.79 0.91

임신과 출산 3.79 0.87

장애아동과 부모역할 3.73 0.78

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3.73 0.97

부모 대상 반편견 교육 3.73 0.83

독서 지도 3.72 0.88

부모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3.65 0.85

매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자녀 교육 3.64 0.86

가족과 문화, 사회 간의 관계 3.62 1.03

원가족에 대한 이해 3.53 1.06

(표 Ⅵ-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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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 인

1 2 3 4

아동학대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부모와 교육기관의 소통 및 부모의 참여

.240 .203 .185 .647

.108 .057 .003 .791

-.003 .109 .077 .751

-.023 -.069 .420 .538

발달단계별 발달과업 .505 .262 .326 .214

영유아기 기질과 부모의 성격 .544 .080 .328 .193

영유아기 뇌 발달 .642 .165 .182 .040

영유아기도덕성발달 .758 .007 .171 .166

영유아기사회성발달 .879 .081 .282 .043

영유아기신체발달 .875 .142 .069 .088

영유아기심리, 성격발달 .744 .267 .208 -.164

영유아기언어발달 .903 .107 .222 .113

영유아기영양, 건강, 안전 .721 .040 .033 .224

영유아기인지발달 .865 .124 .287 .053

영유아기정서발달 .879 .125 .275 -.061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조부모의 역할 및 관계 3.53 0.84

가족발달 개념 및 이론 3.50 0.97

학습 지도 3.45 0.84

전통적 가치관과 자녀 양육 3.32 0.92

가정 경영 및 경제 2.92 1.04

(표 Ⅵ-3-3 계속)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유사한 내용들을 묶어내는 방법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요인으로 특정하여 분석하였을 때,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가족형태에

따른 부모 역할 등 ‘가족’ 중심 요인(요인 4),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을 비롯한 ‘발

달’(요인 1), 부모됨의 의미-부모/자녀 관계 등 ‘부모’(요인 3), 자녀교육-훈육 등

의 문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녀지도’(요인 2) 등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묶여졌

다. 다음의 <표 Ⅵ-3-4>는 각 항목별 요인부하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각 요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요인부하량과 영역구분, 기

존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타당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Ⅵ-3-4〉부모교육 교육과정 영역별 내용 결정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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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 인

1 2 3 4

영유아기의중요성 .543 .024 .317 .271

또래관계의중요성이해 .531 .274 .290 .119

기본생활습관지도 .456 .267 .297 -.140

애착의개념과중요성

부모발달단계및특징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됨의의미

부모의자기이해와성격분석

부모의자아존중감및양육효능감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부모의심리적건강

양육신념

부모의법적의무와사회적책임

부모-자녀관계의특성

.394 .173 .522 .077

.202 .213 .603 .344

.175 .047 .657 .127

.173 .008 .651 .307

.103 .363 .596 .041

.205 .225 .703 -.003

.338 .276 .631 -.023

.402 .328 .604 .090

.367 .375 .576 -.063

.149 .388 .533 .039

.324 .172 .569 .248

양육스트레스와대처방안

양육정보,사회적자원활용(교육-보육기관, 정책등)

양육태도

임신및태교의중요성인식

직장과부모역할균형

부모-자녀간대화및의사소통방법

부모-자녀관계문제및치료

자녀훈육기술

자녀의특성이해

놀이의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자녀성교육

언어지도

창의성계발

인성지도

자신감및주도성지도

문제행동및부적응행동

맞벌이부부의효과적인양육법

가족갈등, 스트레스및해소방안, 가족치료

아버지양육참여

.158 .671 .232 .038

.310 .409 -.245 .243

.465 .465 .376 .028

.316 .424 -.055 .064

-.043 .501 .234 .253

-.032 .567 .205 .145

-.040 .606 .198 -.032

-.012 .552 .120 -.077

.236 .444 .255 -.090

.309 .401 .142 -.092

.261 .441 .160 .331

.577 .596 -.129 .136

.439 .559 .042 .075

.469 .659 .064 .022

.341 .682 .186 -.046

.170 .450 .269 .178

.099 .450 .197 .231

-.032 .453 .029 .126

.142 .392 .180 .346

주: 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6반복회전)

(표 Ⅵ-3-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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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부모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부모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해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부모역할의 의미와 중요성

부모-자녀 애착 형성 및 정서적 지지

영유아 발달의 특성 및 중요성 이해

영유아 건강, 위생, 영양, 안전 교육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가정환경의중요성/풍부한교육적환경구성

영유아 자녀의 양육관/ 양육태도 이해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정부 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이해 및 활용

자녀의 열등감, 자존감, 자긍심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

4.67 4.76 0.50 0.43

4.64 4.72 0.58 0.56

4.59 4.62 0.52 0.49

4.57 4.59 0.62 0.59

4.55 4.62 0.66 0.56

4.48 4.52 0.70 0.66

4.45 4.47 0.74 0.71

4.44 4.47 0.72 0.68

4.43 4.47 0.60 0.57

4.32 4.37 0.79 0.77

4.25 4.29 0.81 0.65

4.24 4.29 0.87 0.77

4.23 4.29 0.83 0.75

4.21 4.19 0.78 0.67

4.19 4.21 0.88 0.77

4.12 4.18 0.90 0.89

4.09 4.02 0.77 0.58

육아지원기관의 소통 및 참여 4.03 0.75

영유아 자녀 취학전 준비 교육 4.00 0.93

삶의 비전 및 가치관 교육 3.93 1.06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및 효과 3.81 1.02

가계 및 사회 경제(소득, 소비, 빈곤탈출 등) 3.69 1.08

다.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중점 내용
본 연구에서는 부모특성을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들

의 부모교육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라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5개 부모특성 집단

은 도시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농어촌 가정의 부모들이 포함된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부모 집단에는 어떠한 교육 내용이

특히 포함되어야 할지 알아보았다.

먼저 저소득층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부모-자녀 간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편차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M=4.67, SD=0.43). 델파이 2차와 3차를 통해 얻어

진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 Ⅵ-3-5>와 같다.

〈표 Ⅵ-3-5〉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1 - (도시) 저소득층 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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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

맞벌이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직장스트레스 관리

맞벌이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이해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분리불안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대리양육의 이해 및 활용

교육/보육 기관 정보 제공 및 선정 준거

여가시간/주말 가족문화 및 양육 방안

일-가정 양립 및 균형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및 놀이, 놀잇감

자녀 방임 및 유해환경 노출 보호

맞벌이 가정 제도/정책/사회서비스 이해

4.71 4.77 0.56 0.50

4.68 4.67 0.55 0.57

4.67 4.69 0.48 0.50

4.57 4.56 0.66 0.68

4.56 4.57 0.60 0.53

4.49 4.54 0.78 0.71

4.32 4.38 0.89 0.72

4.27 4.31 0.76 0.68

4.25 4.25 0.79 0.66

4.21 4.10 0.86 0.79

4.21 4.14 0.91 0.80

4.20 4.21 0.79 0.69

4.20 4.19 0.77 0.61

4.19 4.17 0.75 0.63

4.13 4.05 0.70 0.51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4.12 0.75

맞벌이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4.11 0.80

맞벌이 가정 특성 이해 3.97 0.82

시간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3.96 1.13

수퍼맘에서 벗어나기 3.96 0.92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3.83 0.92

조기교육 이해 3.51 1.02

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저소득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3.67 0.99

영유아 자녀 독서 지도 3.64 0.82

(표 Ⅵ-3-5 계속)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도 앞서의 저

소득 부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 및 교육 참여’, ‘가정 내 역

할 분담 및 협력’ 등이 추천되었다.

〈표 Ⅵ-3-6〉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2 - 맞벌이 부모 대상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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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한부모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한부모가정대상지역사회자원, 제도이해·활용

한부모가정에대한이해및유형별자녀특성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편견 극복 및 사회적 인식에 대처

영유아 자녀 양육 방법

자녀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한부모 가정 모임 및 네트워크

자녀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한부모의 죄책감 및 고립감 극복

한부모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방임 유해환경 노출에서의 자녀 보호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일-가정 양립의 이해 및 방법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71 4.81 0.56 0.40

4.65 4.76 0.56 0.43

4.64 4.66 0.54 0.48

4.55 4.55 0.62 0.60

4.47 4.52 0.72 0.63

4.44 4.50 0.70 0.60

4.41 4.40 0.78 0.75

4.41 4.47 0.68 0.63

4.36 4.41 0.63 0.53

4.36 4.31 0.75 0.71

4.36 4.34 0.73 0.71

4.35 4.34 0.85 0.78

4.29 4.31 0.75 0.63

4.23 4.33 0.88 0.76

4.19 4.16 0.75 0.56

4.19 4.17 0.88 0.80

4.19 4.31 0.83 0.75

미혼모, 십대모에 대한 지원 및 보호프로그램 4.17 0.89

결손된 부모역할 보상 및 대리자 연결 4.15 0.88

자녀 놀이지도 4.11 0.71

자녀의 성역할 발달 이해 및 지도 4.03 0.97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만 자녀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 등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 가정의 특성

을 반영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는 앞서 포커스 집단 면접에

서 한부모들이 요구한 부모교육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Ⅵ-3-7〉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3 - 한부모 대상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특히 주

의를 두어야 할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은

‘다문화가정 부모 네트워크 및 양육지원 제도’ 평균 4.76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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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다문화가정부모네트워크및양육지원제도

다문화 가정 부모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부모의 이중문화 적응과 긍정적 수용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녀의 이중문화 적응과 부모 역할

아버지 교육

이중언어 환경 및 문해 환경

다문화 가정의 부모 역할

자녀의 정체감 형성

부모-자녀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

부모로서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지역사회 자원 및 사회제도 이해와 활용

부부 간 상호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부모의 공동협력 및 양육 참여의 중요성

부모 문화 이해 및 자긍심 갖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장단점)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법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4.69 4.76 0.49 0.47

4.68 4.74 0.50 0.44

4.67 4.71 0.55 0.53

4.67 4.71 0.64 0.53

4.67 4.70 0.55 0.57

4.60 4.67 0.70 0.57

4.57 4.66 0.60 0.51

4.56 4.60 0.70 0.59

4.53 4.53 0.62 0.57

4.53 4.62 0.68 0.56

4.52 4.48 0.64 0.63

4.49 4.41 0.60 0.59

4.47 4.42 0.62 0.63

4.45 4.40 0.68 0.62

4.43 4.44 0.64 0.60

4.35 4.35 0.76 0.64

4.33 4.46 0.72 0.66

4.27 4.26 0.83 0.64

부부관계 4.24 0.84

또래 관계 및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 4.20 0.77

한국적 양육 문화 및 방법 이해 4.20 0.93

가정폭력방지 4.16 0.79

한국의 가족문화 이해 4.13 0.95

가족의 의미, 기능, 관계 이해 4.08 0.82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해 4.05 0.91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00 0.87

얻었다. 다음으로는 부모스트레스, 이중문화 적응 등 다문화 부모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중점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표 Ⅵ-3-8〉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4 -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마지막으로, 농어촌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층이나 맞벌

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혔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 환경 이용 양육 및 교육’도 높

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농어촌 가정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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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균 표준편차

2차
(n=70)

3차
(n=51)

2차 3차

부모-자녀 질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양육 및 교육

조부모-손자녀 관계 및 조부모 역할 교육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 만들기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 이해 및 활용

농어촌 가정의 자녀 양육

농어촌 가정의 건강, 위생, 안전 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농어촌 가정의 부모 역할

취학 전 학습 지도 및 학교 적응

자녀와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기기

4.48 4.57 0.76 0.60

4.40 4.34 0.79 0.71

4.36 4.32 0.75 0.69

4.35 4.40 0.73 0.62

4.27 4.14 0.72 0.58

4.25 4.24 0.87 0.78

4.25 4.29 0.76 0.68

4.23 4.22 0.83 0.75

4.20 4.21 0.89 0.79

4.12 3.98 0.77 0.66

4.03 3.95 0.81 0.57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교육 4.00 0.89

매체 및 인터넷 활용 방법 4.00 0.75

교육/문화 격차·실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 4.00 0.90

양성평등적 양육 참여 3.95 0.79

농어촌 및 농어촌 가정에 대한 이해 3.84 0.93

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교육도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Ⅵ-3-9〉부모 특성별 중점 교육 내용 5 - 농어촌 부모 대상

주: 음영부분은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항목임. 이 항목

들이 3차 조사의 문항으로 재구성됨.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내용의 항목들은 이미 집단별로 구분되어 조사를 한 경

우이므로, 별도로 요인분석 등 통계 처리를 하지 않고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포

커스 집단 면접에서 드러난 요구, 기존 자료와 전문가의 제안 등을 함께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4. 부모교육 교육과정 제안
지금까지의 요구 조사, 면접, 그리고 특히 델파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기본 틀이 될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

역의 선택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높고 표준편차가 적었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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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델파이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부하량이

큰 항목 또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영역은 ⑴ 부모역

할, ⑵ 영유아발달, ⑶ 가족과 사회, ⑷ 양육과 지도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따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델파이의 요인분석과 지지도 평균점수

에 근거하였으며 연구진 자체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중복 7개 항목은 제외하였

다. 결과적으로 위의 각 영역별로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 특성별로 제안된 교육내용은 전문가 델파이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되 기본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과 중복되는 항

목은 제외하였다. 5개 부모특성 집단별로 각각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얼개는 다음 [그림 Ⅵ-4-1]과 같다.

부모교육 교육과정

부모특성별 교육과정

내용

      

맞

벌

이

한

부

모

다

문

화

저

소

득

층

기본 교육과정 내용

 

양육․

지도

가족
영유아

발달

부모

4개 영역

농

어

촌

〔그림 Ⅵ-4-1〕부모교육 교육과정의 구성

최종적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교육과정은 다음 <표 Ⅵ-4-1>과 같다. 각 영역별

로 합의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표 Ⅵ-4-2>는 기본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과정으로서, 특별한 요구를 지닌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특성별로 필요

하다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부모교육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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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교육과정 (기본 과정)

제 1 영역 : 부모 역할 제 3 영역 : 가족과 사회

- 부모됨의 의미

- 부모 발달 단계 및 특징

- 자녀관 등 가치관 교육

- 부모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 부모의 자기 이해

- 부모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효능감

- 부모의 심리적 건강

- 양육신념과 양육태도

- 애착의 개념과 중요성

- 부모-자녀관계의 특성

- 부모교육 프로그램

- 가족 형태에 따른 부모의 역할

-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 가족갈등, 스트레스 및 해소

- 부모와 교육․보육 기관의 소통

- 양육정보, 사회적 자원 활용

-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 아버지 양육 참여

- 직장과 부모 역할 균형

제 2 영역 : 영유아 발달 제 4 영역 : 양육과 지도

- 영유아기 기질

- 영유아기 뇌 발달

- 영유아기 도덕성 발달

- 영유아기 사회성 발달

- 영유아기 신체 발달

- 영유아기 정서 발달

- 영유아기 심리, 성격 발달

- 영유아기 언어 발달

- 영유아기 인지 발달

- 또래관계의 중요성 이해

- 영유아기 영양, 건강, 안전

- 기본생활 습관 지도

- 자녀 훈육 기술

- 놀이의 이해(이론, 의의, 종류, 방법)

- 자녀 성교육

- 언어지도

- 창의성계발

- 인성지도

- 자신감 및 주도성 지도

- 문제행동 및 부적응행동

- 부모-자녀 간 대화 및 의사소통 방법

- 부모-자녀 관계 문제 및 치료

-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

부모교육 교육과정 (부모특성별 선택 과정)

저소득층 부모 맞벌이 부모

-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 부모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영유아 건강, 위생, 영양, 안전 교육

- 영유아기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 가정환경의중요성/풍부한교육적환경구성

-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

- 정부제도와 지역사회 자원 이해 및 활용

- 자녀의 열등감, 자존감, 자긍심 교육

- 부모-자녀질적상호작용및의사소통방법

-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

- 맞벌이 가정 내 역할 분담 및 협력

- 부모의 양육/직장 스트레스 관리

- 부모-자녀 간 애착 및 분리불안

-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 대리양육의 이해 및 활용

- 여가시간/주말 가족문화 및 양육 방안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자녀 방임 및 유해환경 노출 보호

- 맞벌이가정 제도/정책/사회서비스이해

〈표 Ⅵ-4-1〉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1 - 기본과정

〈표 Ⅵ-4-2〉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영역 및 내용 2 - 부모특성별 선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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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교육과정 (부모특성별 선택 과정)

한 부모 다문화가정 부모

- 한부모-자녀 의사소통 중요성 및 방법

- 한부모 가정의 부모 역할

- 한부모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 한부모가정대상지역사회자원,제도이해·활용

- 부모의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편견 극복 및 사회적 인식에 대처

- 자녀 문제행동의 유형 및 지도법

- 한부모 가정 모임 및 네트워크

- 자녀의 자아존중감 높이기

- 한부모의 죄책감 및 고립감 극복

- 방임 유해환경 노출에서의 자녀 보호

- 다문화가정부모네트워크및양육지원제도

- 다문화가정 부모스트레스 이해 및 대처

- 부모의 이중문화 적응과 긍정적 수용

- 다문화 가정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

- 아버지 교육

- 이중언어 환경 및 문해 환경

- 자녀의 정체감 형성

- 부모-자녀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

- 부모의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 부부 공동협력 및 양육 참여의 중요성

- 부모 문화 이해 및 자긍심 갖기

농어촌 부모

- 부모-자녀 질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 농어촌 환경을 활용한 양육 및 교육

- 조부모-손자녀 관계 및 조부모역할 교육

-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 만들기

- 지역사회 자원과 제도 이해 및 활용

- 농어촌 가정의 건강, 위생, 안전 교육

- 농어촌 가정의 부모 역할

- 취학 전 학습 지도 및 학교 적응

- 자녀와 여가 및 문화생활 즐기기

(표 Ⅵ-4-2 계속)



Ⅶ.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본 연구의 주제는 부모특성별로 영유아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부모특성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 소외계층과 맞벌이부모 등을 포함하

였다. 그러나 일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접근성도 높다면

특별한 요구를 지닌 부모들도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부모대상 부모교육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은 보다 포괄적 대상의 부모교육을 고려하여 광범위

하게 제안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부모와 부모특성별 구분이 가능한 부모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적 접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용 활성화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은 부모교육을 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기본 틀로 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으

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이고 부모교육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가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 개발된 부모교

육 교육과정을 100% 모두 포함하여 실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교육을 진행하

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일부 내용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드

림스타트센터 등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서 사업 중 하나로 부모교육을

채택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

라도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므로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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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8%에 이르는데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영유아부모는 26.4%에 지나지 않는다(표 Ⅴ-1-3 참조). 특히 아버지의 경우

에는 11.8%로 나타났다. 그것도 부모의 58.2%는 단1회만 참여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므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 기관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와 배포, 교육자의 양성 등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가. 교육과정의 배포와 홍보
먼저 부모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한 브로슈어, 안내문, 관

련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부모교육을 주도하고 하고 있는 기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보낸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 기간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모용 홍보 브로슈어 등도 제

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교육과정과 함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모

교육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유

익한 선택임을 기관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의 양성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의 자격은 관련 대학의 교수나 유치원, 어린이

집의 원장이나 교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근무자 등이 될 수 있고 일정

학력을 가진 관심 있는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전문 교육자는 부모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유치원이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 자격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자격증이 되어야 하고, 교육청이나 보육교사보수교육 기관 등에서 교육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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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의 확충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의거한 온라인 부모교육을 과목(영역/내용)별로 개설하

여 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교육은 부

모교육 전문 교육자에 의해 진행되고 기존 온라인 교육기관의 인프라에 의존하

여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5-10회) 지속적인 접근과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교육 이

수에 대한 사회적 크레딧(예, 이수자에 대한 교육비나 보육료의 할인제도, 국공

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도 필요하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가. 영유아 부모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교육의 대상으로서 ‘부모’를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서비스를 진행하

고자 한다면 이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 볼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담당자가 있어

야 한다. 연간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평가까지 과

정을 총괄할 인력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업

무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 가족복지의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 홍보 다양화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진행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 장점들을 매체 광고나 브로슈어 배포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나 한번 쯤 참

여를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정책적 계

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 안내를 통해 부모

교육 광고를 접할 때 가장 잘 알게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특정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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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교육 행사는 주민 센터 등의 라인을 통해 문자알림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한 접근성의 강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이러

한 기관들이 될 것이다.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나

관련 센터 등이 부모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에

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은 부모가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주말에 개설되도록 한다. 이

때 자녀를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교육에 많이 포함

해야 한다. 자녀와의 공동 체험·협력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셋째, 하나의 육아지원기관만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을 구분하

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별로 몇 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내 부모 간 교류를 도모하고 부모지지모임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회원가입을 통한 혜택 제도 등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3.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부모교육을 세미나 형식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부

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가. 맞벌이 부모 대상
1) 온라인 교육과 직장 부모교육의 활용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부모들이 특히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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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접근성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아버지 교육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나 공기관 등 직장이 능동

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직원 복지 수준과 직장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
맞벌이 부모는 평일에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만큼 주말에라도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주 5일 근무의 비중이 높아

진 요즈음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틀 중 하루 정도는 자녀와 함께 외

출을 하여 자녀가 체험하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싶어 하는 추

세이다. 이런 경우 자녀들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같

이 놀이를 하면서 전문가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

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때 주관 기관에서는 참여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

부모로부터 소액의 참가비를 받아 신청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

여율 확보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조부모 교육 
맞벌이 부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부모 교육 실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

부모는 물론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는 하나 세대가 변하여 양육에

대한 의식과 방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자녀 양육 경험을 잊어

버린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맞벌이를 나가는 자녀 부부를 대신

해 손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준비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배우는 것은 손자녀를 잘 키우는 것뿐 아니라 자녀부부를 안심시키고 조

부모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신감을 가지게 되는 기회일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 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해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맞벌이 자녀가 집에서 그들의 영유아 자녀

를 돌볼 수 있어 조부모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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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교육은 장년기 또는 노년기 조부모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아, 유아 등 연령에 따른 손자녀의 발달과 이

를 고려한 세심한 양육 방식, 그리고 부모가 아닌 조부모 양육의 장단점 등 그

들이 처한 현실적인 부분을 잘 포괄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맞벌이 부모들이 별도로 시간을 내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출퇴근,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천만이 넘는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교육을 손 안에

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녀연령대별 부모교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

여 젊은 부모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위해 부모교육 강좌를 라디오에서 흥미롭게 진행함

으로써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까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5) 교육내용의 특성화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앞 장에서 제시된 부모교육 교육과

정 내용을 참조해보면, 특히 육아분담의 중요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내용

이 중요하게 다루고 대리양육의 선택에 대한 교육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려되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부모교육이 구성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다문화 부모
1) “육아 도움 다문화 핫라인”의 개설
본 연구의 포커스 집단 면접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외국 출신 어머니들

은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다. 일반적인 한국 출신 영유아 부모인 경우는 부모

나 형제가 있어 의논 상대가 되어 줄 수 있으나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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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지할 대상이 시부모외에는 거의 없으며 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할 때는 전혀 지지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편하게 전화하여 물어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담전화가 있었으

면 좋겠다는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을 위한 전화 핫라인은 특히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지자체나 지원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 선배 다문화가정 부모를 언어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육아 전문가를 상담

원으로 함께 참여시켜 팀을 이루어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는 인터넷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응답

하고 있는데 반해 전화를 통한 개별 부모교육은 특별히 사용방법 교육을 할 필

요가 없고 특별한 장치를 설치할 사전 요건 없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면 이를 수행

할 서비스 인력이 많아야 하므로 지자체 등 주관 기관에서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2) 육아정보지 및 육아도서의 번역‧보급
다문화 가정 외국 출신 어머니들은 한국 내에서 육아정보에 대해 거의 사방

가로 막힌 벽 안에 있는 듯하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시원하게 열려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언어 소통의 문제이지만 자녀는 태어나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없는 한국어 실력이 자녀 성장보다 더 빨리 나아져 자

녀 연령에 맞는 육아도서를 읽어내려 갈 수준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수의 외국인 어머니들이 학력 수준 또한 높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속

한 한국어 습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답답함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자국어로 된 육아도서를 읽고 싶

어 하였다.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므로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육

아에 대한 가이드, 육아지식을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믿고 참고할 수 있는 도

서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책이 화려하고 두껍지 않더

라도 기본적인 육아 관련 내용, 육아에 대한 지원 정보, 지역 내 육아지원 관련

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번역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에 참여했을 때조차 언어 문제로 강의 이해가 쉽지 않아 참석을 꺼리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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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 놓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된 육아서를 집안에 비치해 두고 개별

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체교육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3) 아버지 및 가족구성원 전체 대상 교육
다문화 가정은 말 그대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인 만큼 서

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는 쉽게 갈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금방 해소되

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자녀양육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상황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은 특히 한국인 아버지에 대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부부이해교육을 동시

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시집의 부모나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 전체

가족에 대해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

아의 발달적인 특성과 양육 환경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손자

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저소득 다문화 가정 시부모 등 고연령 세대를 위한 교육은 흥미 위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함께 동반하여 많은 수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

인가를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농어촌 부모
1) 교통편 제공을 통한 참여율 확보 
농어촌 부모에게는 가장 먼저 부모교육 장소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리상의 문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까지 오는 것이 우선 어려

우므로 이에 대한 차량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조부모 교육 실시
농어촌은 가족해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영유아가 방치되어 자라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는 전혀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조부모들에게 물질적인 유인가를 지원하더라도

손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실시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며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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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거나 가가호호 전화를 하여 교육을 알리고 참석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3) 농어촌 단체의 부모교육 개설 비용 지원
농어촌에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센터 등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여성농민회, 농어가주부모임 등 농어촌에 관심을 둔 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강사 초빙 등 필요한 비용에 대

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부모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한 부모 가정
1) 매체 활용을 통한 부모교육 방법 다양화
한 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들을 두고 또는 데리고 외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꾸려가야 하고 가사 및 육아를 전적으

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야간이나 주말 외출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한 부모 가정 어머니들은 특히 TV를 통한 부모교육이 가장 유용하

다는 데 동의하였다. 현재 교육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등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을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한 부모의 TV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

여 이들에게 보다 적절한 내용과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2) 전화 상담 핫라인 개설
면담 결과, 한 부모들은 사회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편견을 의식하여 처해진 환경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 부모들을 부모교육 센터로 불러내기만 하기보다 혼자 느낄 수

있는 막막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들을 쉽게 논의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전화를 통해 의문점을 문의할 수

있고 육아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

별적 접근을 선호하는 한 부모에게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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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된 부모교육 내용
한부모 가정은 특히 피해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 회복 등 심리적 건

강 유지에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편견 극복, 한부모로서의 부모역

할,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키우기 등 앞 장에서 개발, 제시된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교육과정 내용을 주의깊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을 구성하도록 한다.

마. 도시 저소득층 부모
1) 소득계층에 따른 부모교육 비용지원
도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 교육이 다양하지 못하고 무료 프로그램이 충분

하지 않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은 찾을 수 있

으나 이들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육아지원을 위한 예산에 유료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은 부모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2) 영아 일시 보육 서비스를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도시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아 주면서

부모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된 프로그램일 때 부모의 호응

도가 높다. 특히 육아지원기관을 가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의 경우 영양, 안전

과 환경의 영향 등 육아 관련 내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주 1-2회 회당 2-3시

간 등 일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면 일

면 부모에게는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를 통한

부모로서의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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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움 다문화 핫라인’ 개설

․육아정보지 및 육아도서 번역·보급

․아버지 및 가조구성원 대상 교육

․TV 프로그램을 통한 부모교육 강화

․전화 상담 핫라인 개설

․교육내용 특성화

한부모 가정

․소득계층에 따른 부모교육 비용지원

․영아 일시 보육 서비스를 포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도시 저소득층 부모

․교통편 제공을 통한 참여율 확보

․조부모 교육 실시

․농어촌단체 부모교육 개설비용 지원

다문화 부모

농어촌 부모부모특성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온라인 및 직장 부모교육 활용

․자녀와 참여하는 주말교육 다양화

․조부모 교육 실시

․스마트폰 앱 등 매체를 통한 교육

․교육내용 특성화

맞벌이 부모

부모교육 교육과정 이용

활성화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강화

- 부모교육 교육과정 배포와 홍보

강화

- 부모교육 전문 교육자 양성

- 온라인 부모교육 과정 개설

- 정부 영유아 부모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 홍보 다양화

- 유치원·어린이집을 전달체계로 한

접근성 강화

부모교육 강화 방안

〔그림 Ⅶ-3-1〕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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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1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 × ○

2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개포, 논현, 대치, 삼성, 청담)
○

(조부모교육 포함)
○(유료 포함) ○

3
강동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4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5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6
광진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다문화 가정 포함)

○

7 금천구 보육정보센터 ○ × ○

8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9
도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방학동)

○ ○ ×

10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

11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 × ○

12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
○

(조부모, 다문화 가정
포함)

○

13
서초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조부모교육 포함)
○(유료 포함) ○

14
성동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아버지교육 포함)
○ ○

15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 × ○

16 종로구 영유아플라자 ○ ○(유료 포함) ○

17 구로구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유료 포함) ○

18
송파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19
은평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부록 1.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부표 1〉보육정보센터별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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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20
영등포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 ○ ○

21 부산 보육지원센터 ○(유료 포함) × ○

22 대구 보육정보센터 ○(유료 포함) × ○

23 인천시 보육정보센터 × × ○

24 인천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 × ○

25 인천 남구 보육정보센터 × × ○

26 광주시 보육정보센터 × × ○

27 대전시 보육정보센터 × × ○

28 울산시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29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 × ○

30
경기 고양시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유료 포함) × ○

31 경기 군포시 보육정보센터 ○ × ○

32 경기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 ○ ○

33 경기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 ○ ○

34 경기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 × ○

35 경기 시흥시 보육정보센터 × × ○

36 경기 안산시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37 경기 안양시 보육정보센터 × × ○

38 경기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29 경기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 ○ × ○

40 경기 이천시 보육정보센터 ○ ○(유료 포함) ○

41 경기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 × ×

42 경기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 × ○

43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 × ○

44 강원도 보육정보센터
○

(아버지교육 포함)
○ ○

45 강원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 × ○

46 충북 보육정보센터 ○ × ○

47 충남 보육정보센터 ○ × ○

(부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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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육정보센터명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정보
부모대상 교육 상호작용 교육 프로그램

48 충남 천안시 보육정보센터 ○ × ○

29 전북 보육정보센터 × × ○

50 전남 보육정보센터 × × ○

51 경북 보육정보센터 × × ○

52 경북 포항시 보육정보센터 ○ × ○

53 경남 보육정보센터 ○ × ○

54 경남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 ○ ○

55 경남 창원시 보육정보센터 × × ○

56 제주도 보육정보센터 × × ○

(부표 1 계속)

주: 2010년 기준 자료임. 중랑구와 양천구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는 2010년 12월, 광명시 보

육정보센터는 2011년 1월에 신설되어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각 보육정보센터 웹 사이트 내용을 참고함.



194



부록  195



196



부록  197



198



부록  199



200



부록  201



202



부록  203



204



부록  205



206



부록  207



208



부록  209



210



부록  211



212



부록  213



214



부록  215





연구보고 2011-16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 2272-176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82-0 93370




	[연구보고 2011-16]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부표 차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기 자녀 부모특성별 부모교육의 특징
	2. 부모교육 교육과정
	3. 실태 및 정책 분야 선행 연구

	Ⅲ. 외국의 부모교육 정책
	1. 미국의 부모 교육
	2. 싱가포르

	Ⅳ.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현황
	1. 부모 지원 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2.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기관별 부모교육 현황

	Ⅴ.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1. 조사 참여자 특성
	2. 부모교육 참여 실태
	3.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4. 포커스집단 면접 분석에 의한 부모특성별 요구 분석

	Ⅵ. 부모교육 기본 교육과정 내용 개발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의의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조사 절차
	3.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
	4. 부모교육 교육과정 제안

	Ⅶ. 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 방안
	1. 부모교육 교육과정의 이용 활성화
	2. 부모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강화
	3. 부모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방식의 다양화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부모교육 현황
	부록 2. 학부모조사 설문지
	부록 3. 델파이 설문지(1차)
	부록 4. 델파이 설문지(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