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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올해

부터는 그간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웠던 부모를 대상으로 부

모교육 시범사업을 4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다. 총 4년의 시범사업 계획 중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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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맞벌이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을 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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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버지는 전통적인 강의식 부모교육 프로그램보다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교육의 효과 측

면에서는 시범사업이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제 올해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부모와 재혼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시

범사업, 후년의 조손 가정의 부모 및 비동거 가족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

업, 마지막 4차년도에는 장애아 부모와 입양 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

업을 통해 그간 부모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다양한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이 더욱 많이 제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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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시대에 따라 변화된 부모교육의 요구가 늘어가고 있음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부모 세대로부터 부모 역할을 배우기 어려움

- 가정 내에서 부모 간의 역할이 전통과 많이 다름

-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육아가 쉽지 않음

□ 부모교육은 더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함

- 맞벌이 부모들이 주로 평일 낮에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움

- 아버지들을 위한 부모교육은 맞벌이 중에서도 더욱 드뭄

2. 연구의 배경

가. 정부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

나 수행, 혹은 개발과 수행

□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부모교육

-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보급

- 온라인 동영상 교육물 제작 및 보급

- 부모교육 강사 정보 온라인 검색 시스템 운영

- 취약 가정 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 어깨동무 부모교실 운영 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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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맞춤형 부모교육

- 여성가족부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2016년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한 

방송을 전군에서 시청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를 지원

나. 민간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 두란노 아버지학교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총 364,221명의 아버지 수료

□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부모교육 전문 연구인력 및 학부모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 세살마을

- 임산부 교육, 조부모 교육 실시

□ 이지웰가족복지재단

- 스스로 부모교육

- 온라인 가족학교

- 찾아가는 가족학교

□ 함께하는 아버지들

- 아버지 교육, 토론회 및 포럼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소통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아버지 교육을 수행

- 내 아이의 감정 읽는 방법, 아버지들이 알아야 할 ‘성공적인 나의 후반전’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부모리더십센터를 통해 부모 및 가족성장을 돕는 부모교육,

- 프로그램 연구개발,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자녀교육 소책자 제작

- 아버지다움 토론회, 아버지다움 교육, 아버지교육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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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모교육센터

- 근본적인 어머니들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한 다음 자녀와 남편, 시

댁과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 교육하는 엄마학교

- 부부간 의사소통, 자녀 이해, 고부 갈등 중재 등을 교육하는 아빠학교

- 부모교육특강 및 세미나 진행

3.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교육 요구

가. 부모교육 경험 실태 및 요구도

□ 부모교육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참여한 적이 있다 24 54.5

참여한 적이 없다 20 45.5

-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중 절반 가까이(45.5%)가 부모교육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지금까지 부모교육 불참 이유

이유 빈도 비율

부모교육에 한 정보가 없어서 11 57.9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5 26.3

.... 3 15.8

합계 19 100.0

- 부모교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중 절반 이상(57.9%)이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음

□ 부모교육 참여 경로

참여 경로 빈도 비율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 등의 
안내를 받고

12 48.0

TV나 신문, 잡지 광고를 보고 1 4.0

인터넷 홍보를 통해 1 4.0

친구, 친지 등의 소개로 2 8.0

기타 9 36.0

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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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중 절반 가까이(48.0%)가 주최기관의 안내를 통해 본 

시범 사업을 접하였음

□ 부모교육 정보의 부족

-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이 부모교육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변

- 부모교육을 위한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족함을 호소

□ 수퍼맨 신드롬

- 맞벌이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과 불만

- 부모역할의 수행에 있어 자신감이 없음

- 상당한 시간을 양육에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함

□ 타임푸어

- 부모교육에 참여해 면담을 실시한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역할의 수행과 부모교육 수강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 부모교육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

변수 측정시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1 양육불안감
사전 44 3.16 0.76

-3.001**
사후 44 2.94 0.82

2 양육유능감
사전 44 3.13 0.46

1.299
사후 44 3.16 0.37

3 양육관심
사전 44 3.47 0.49

4.549***
사후 44 3.82 0.52

-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후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양육불안감과 양

육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양육유능감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5

4.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가. 프로그램 운영의 원칙

□ 기존에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아버지 혹은 맞벌이 부모보다 

가능한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부모를 대상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을 최소 5회기 이상 실시

□ 가능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한 부모들이 이후에도 자조모

임의 형태로 모임이 지속되도록 함

□ 맞벌이 부모교육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나. 맞벌이 부모의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및 운영

연번 구성 운 주기 인원

1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2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3

3 종교기관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4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5 유치원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28

□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들이 원장의 권유로 평일 야간에 모여 

부모 교육 수강

-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실시

-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시간 자녀 돌봄을 지원

- 내용은 화성남자 금성여자, 통(通)하는 부부, 통(通)하는 부부 2, 나도 내 아

이 감정코칭 전문가,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학원에 보내야 하는가?, 내 

아이에게 사랑 전달하는 방법 으로 구성

□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들이 원장의 권유로 평일 야간에 모여 

부모 교육 수강

-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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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부모교육시간 자녀 돌봄을 지원

- 내용은 화성남자 금성여자, 통(通)하는 부부, 통(通)하는 부부 2, 나도 내 아

이 감정코칭 전문가,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학원에 보내야 하는가?, 내 

아이에게 사랑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성

□ 종교기관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 지역 종교기관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 4쌍과 아이를 임신한 예비 부모 2쌍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친 한 관계

-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부모교육과 더불어 부부간에 속깊은 이야기 나눔의 시

간이 되었음

- 내용은 부모의 영향력과 가정 정체성, fun, fun 놀아보자! (자녀동반), 신통

방통한 의사소통,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가족캠프(가

족동반)으로 구성

□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 지역 어린이선교원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 6쌍이 기관의 안내를 통해 부모교

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

- 평일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

- 내용은 부모의 영향력과 가정 정체성, fun, fun 놀아보자! (자녀동반), 신통

방통한 의사소통,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가족캠프(가

족동반)으로 구성

□ 유치원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 유치원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 6쌍이 기관의 안내를 통해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

-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

- 부모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유치원에서 자녀 돌봄 제공

- 주제는 부모의 영향력과 가정 정체성,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가족캠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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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및 운영

연번 구성 운 주기 인원

1 캠핑장 아버지 교육 월 2회 6

2 지역사회 기반 직장인 유아 아버지 모임 월 2회 6

3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주 1회 14

4 전일제 학원 아버지 평일 야간 주 1회 6

5 유치원 아버지 주말 주 1회 6

□ 캠핑장 아버지 교육

- 평소 친한 아버지들끼리 월 2회 가량 캠핑을 다니는 모임

- 캠핑시 1시간 30분 정도 함께 부모역할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을 갖자고 제안

- 전국의 캠핑장을 방문할 때 동행하여 초청한 강사들이 야외에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눔

- 내용은 부모의 역할, 목공/숲 놀이, 아동학대 예방, 부부 관계, 부부 마사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음

□ 지역사회 기반 직장인 아버지 모임

- 평소 육아에 관심이 많은 파워블로거 아버지의 온라인/오프라인 인맥으로 점심 

시간을 활용한 모임

- 부모교육 강의보다는 아버지들의 육아를 주제로 한 토크 형식의 모임

- 내용은 모임의 취지 및 참가자 소개, 나도 감정코칭 전문가, 내 아이 뇌발달, 

내 아이 정서(애착),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로 구성

□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 직원 교육 및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제안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아버지 14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실시

- 평일 오전 업무시간 30분 전부터 업무시간 1시간을 포함한 90분~120분 강

의로 이루어짐

- 내용은 부모의 영향력과 가정 정체성,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가족캠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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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학원 아버지 평일 야간

- 자녀가 어린이집처럼 운영되는 전일제 영유아 학원에 다니는 아버지들이 원

장의 권유로 평일 저녁 8시에 모여 육아관련 대화를 나눔

- 내용은 모임의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자녀의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부모의 역할이 다른 지, 아빠로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엄마와는 다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 주제로 대화를 나눔

□ 유치원 아버지 주말

-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버지들이 원장의 권유로 주말에 모여 아버지 교육을 

수강함

- 유치원에서 자녀 돌봄을 제공하여 주말 참여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

- 내용은 부모의 영향력과 가정 정체성,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가족캠프로 구성

5. 결론 및 제언

가.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

□ 5~6명 혹은 5~6가정 수준의 소집단 구성

□ 양질의 부모교육 교재(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의 사용

□ 남자들의 육아 수다

나.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시범사업 성공의 장애 요인

□ 부족한 부모교육의 횟수, 5회

□ 낮은 신청률 및 참여율

□ 중집단, 대집단 구성

다.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방안

□ 시간지원

□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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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 전달체계 확충

라.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효과

□ 민주적 의사소통

- 직장 내에서 권위적이기보다는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체질화된다

면 바로 이러한 직장문화가 가정에,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부모교육이 됨

- 반대로 좋은 아빠 역할을 하는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권위적이기보

다는 민주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음

□ 가정 중심의 문화 확산

- 부모교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풍토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음

□ 다양성 가치 확산

- 부모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구성원들이 가

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균형잡힌 삶을 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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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이 증가하여 부모

세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전수가 어렵고, 양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하였다. 나아가 빠른 

현대사회의 변모는 교육 제도 및 환경을 포함해, 전통사회와는 판이하게 달라 부

모가 자신이 자라던 시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녀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

에 따라 부모교육의 역할 및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젠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 간의 역할 역

시 이런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어머니에게 의존적이던 자녀 양육의 역할은 자

연스럽게 아버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 역시 증대되고 있어서 맞벌이 

부모의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늘어가고 있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유관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

로 최근에는 노동부 등)가 각각의 산하기관(한국건강가족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및 전달체계(각 지역 건강가정지원

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 및 강사양성을 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지 못하

고 있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이수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시간, 거리가 멀어 부모교육이 제공되는 

장소로의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와 같이 부모의 처한 조건에 따라 기존의 부모교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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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부모교육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전통적인 부모교육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꼭 필요로 하는 집단의 경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기존 부모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먼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적극적

으로 다가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자신들의 생활주기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

들에게는 생활주기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가정형태를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의 부모교육의 틀과는 다른 형태의 부

모를 위한 부모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모교육의 사각지

대에 놓인 영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4개년 연구 중 첫 번째 연구

이다.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은 1차년도인 2018년은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년도인 2019년에는 한부모와 재

혼부모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3차년도인 2020년에는 조손가정 및 비동거 가

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마지막 4차년도인 2021년에는 장애아 부모와 입양 부모

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4년에 걸친 시범사업의 첫해인 올해는 영유아 부모를 위한 연구로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맞벌이 부모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각지대라는 용어와 잘 어울리

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잘 받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부모교육의 

공급에서 소외되어 온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

요자인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제자리에 서서 교육의 장으로 부르려 하지 않고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가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 혹은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

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 수요자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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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위와 같이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의 수요자가 전통적인 부모교육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요인을 발

굴하여 부모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visiting) 맞춤형(customized)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본 시범사업을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은 2017년 여성가족부가 육아정책

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을 기초로 하되 그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셋째, 본 시범사업은 참여한 부모 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의 부모교육 현황, 요구 및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넷째, 본 시범적용 사업으로 얻은 성과를 통해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구체적 실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분석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기존에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

계를 확인하여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의 사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그리

고 전달체계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종교단체 및 영향력

이 높은 민간 영역에서 개발 및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연구 내용의 조정, 사례조사 대상 검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정부 부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관련 학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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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아동학, 가족학, 부모교육 등이다. 관련 민간 단체 및 기관은 (사)함

께하는 아버지들,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 등

이다. 관련 현장 전문가는 전달체계 내 부모교육 담당자, 부모교육 강사 등이다. 

이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문회의를 3월과 4월, 7월, 그리고 11월에 실시하였다.

다. 집단면담(FGI)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 맞벌

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적용 후 참여한 부모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적인 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시범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장단점

을 파악하여 향후 이를 보급하기 위한 제안을 들었다.

라. 설문조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참여 실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부

모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전 양육효능감 수준과 사후 수준

을 비교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활용한 척도는 신숙재(1997)가 번안한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을 오미연(2005)이 사용한 내용을 참

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양육효능감 척도였다. 사전/사후 모

두 응답한 총 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아버지 교육 참가자 21명, 맞벌이 

부모교육 참가자 18명이었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 유능감 9문항, 부모 

불안감 4문항, 기타 3문항이었다. 마지막 하위요인은 기타는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 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등과 같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어 부모 관심이라고 하위변인을 재정의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버지교육과 맞벌

이교육 참여자의 54.2%, 60.0%는 40세 미만 이었다. 아버지교육 참여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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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명 66.7%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교육 참가자의 경우도 2명인 경우 

80.0%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아버지 교육 참여자의 79.2%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8%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 26.3%, 기타･법인 단체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26.3% 민간어린이집 21.1% 순이었다. 맞벌이교육 참여자는 100% 기관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하는 기관은 사립유치원 50.0%,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20.0%였다. 

표 Ⅰ-3-1  부모교육 설문지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아버지교육 맞벌이교육

N % N %

성별
남성 24 100.0 10 50.0

여성 0 0.0 10 50.0

연령서열

40세 미만 13 54.2 12 60.0

40세~49세 11 45.8 7 35.0

50세 이상 0 0.0 1 5.0

자녀수*

1명 5 20.8 4 20.0

2명 16 66.7 16 80.0

3명 2 8.3 0 0.0

4명 1 4.2 0 0.0

기관이용*
이용 19 79.2 20 100.0

가정양육 5 20.8 0

기관유형*

국･공립어린이집 5 26.3 4 20.0

기타법인･단체
어린이집

5 26.3 0 0.0

민간어린이집 4 21.1 4 20.0

가정어린이집 3 15.8 0 0.0

국공립유치원 1 5.3 0 0.0

사립유치원 1 5.3 10 50.0

반일제학원 0 0.0 2 10.0

주: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자녀수, 기관이용, 기관유형의 응답은 중복응답임(동일한 자녀에 해서 각 부모가 별도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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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 범

위, 특히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 등을 조정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방향에 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바. 프로그램 구성

문헌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부모교육 대상자의 집단면담을 통해 2017년 여성

가족부가 출간한 「부모교육 매뉴얼」을 기초로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부모교육 매뉴

얼」 내에서만 활동을 구성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영

유아 부모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참여하는 부모님의 의견

을 시작할 때, 그리고 수시로 묻고 프로그램을 융통성있게 변형하며 추가로 수정

하고자 노력하였다.

사. 시범 적용

「아버지, 맞벌이 가정 부모를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

범적용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 영유아 부모가 근무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76

가정(아버지 부모교육은 아버지, 맞벌이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경우 대부분 부부)

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달 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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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은 부모역량강화, 부모역할지원, 부모 참여, 부모 훈련 등 조금씩 다른 

형태로 불리고 있다(김길숙 외, 2016). 비록 용어는 이와 같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의 역할에 관한 정보와 지식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정부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정부 부처 중에서 부모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계획하는 곳은 주요하게는 여성가

족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의 필요

에 따라 여러 곳에서 각종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수행, 혹은 개발과 수

행을 모두 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현황은 육아정책연구소

의 최근 연구들(김길숙･김지현･이혜민, 2016;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

지연･김의향･김영란, 2015; 이윤진･이정림･임준범, 2017)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부처 및 산하 기관과 전달체계를 통한 부모교육의 실시 현황의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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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각 부처 및 기관별 부모교육 실시 현황

출처: 김길숙, 김지현, & 이혜민.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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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가족부의 일반 부모교육

1)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보급

여성가족부는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하여 부모교육 강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 및 가족 특성별로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강의 매뉴얼

과 함께 강의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

였다. 이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의 특징은 생애주기 연령 및 가족 특성별로 제작

되어 총 12권의 강의 매뉴얼 속에 62개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3편의 동영상 

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1)

표 Ⅱ-1-1  각 부처 및 기관별 부모교육 실시 현황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내 특성별 교육대상

영역 공통 예비부모 영유아기 부모 학령기 부모 특화

상 일반
청소년

Ⅰ
청소년

Ⅱ
성인

아
부모

유아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학생 
부모

고등학생
부모

아버지
가족

특성별
상담

 

자료: 여성가족부(2018b). 보도자료

2) 온라인 동 상 교육물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을 통한 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상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Ⅱ-1-2  온라인 동영상 강의 제작 및 보급 개선 방향 

<현행> <개선방향>

집합교육 → 온라인 + 집합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b)

3) 부모교육 강사 정보 온라인 검색 시스템 운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이 교육에 적절한 부모교육 강

사를 선택함에 있어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강사 정보 온라인 검색 

1) 부모교육 매뉴얼 및 동영상 목록은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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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의 세부 서비스 메뉴 구성 및 기능

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Ⅱ-1-2  부모교육 강사 정보 온라인 검색시스템 서비스 메뉴 구성 및 기능

주요메뉴 세분류 기능

부모교육
부모교육 소개  부모교육과 강사검색 설명, 담당기관 안내 

자료실  부모교육 관련 자료 게시 

부모교육 강사

부모교육 강사 소개  부모교육 강사 소개(강의분야, 교육 관련 사항 등)

부모교육 강사 현황  주교육분야별, 지역별 활동 인원 정보 제공 

부모교육 강사 검색  감사 검색(주교육분야, 지역, 성별 등 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b)

4) 취약 가족 상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또한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 

가운데 가족해체, 가족관계 단절, 가정폭력,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을 방

문하여 상담,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실시는 전문상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1 상담 및 부모교

육을 실시하며, 동반도우미가 동행하여 보조역할 서비스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표 Ⅱ-1-3  취약가족대상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서비스 사업 내용 

서비스 영역 지원내용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원인 파악 및 상담, 교육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문제 파악 및 상담, 교육 

부부 및 가족관계 부부, 가족관계 상담, 갈등해결 등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양육정보, 지역사회 정보 제공, 노무, 법률, 의료 상담

생활 지원
생활관리지원(주거정리정돈 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품앗이 연계 등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b)

5) 어깨동무 부모교실 운  지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모임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부모-자녀 교육 프로

그램을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자발적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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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는 어깨동무 부모교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1-4  어깨동무 부모교실 운영 지원사업 내용

  회차 세부 내용

  1회 사전 심리검사(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인성평정 척도) 

2~9회

* 부모 됨의 의미와 가치, 발달단계별 부모 역할 
*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자녀 상호작용 코칭 및 실습 
  - 공감, 수용, 격려, 습관 지도, 역할극 등 
* 부모-자녀 놀이 활동
  -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관련 놀이 

 10회 자녀양육 상담 및 사후 심리검사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b)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한 지원

표 Ⅱ-1-5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단위: 개소)

연도(‘18년)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계 152

35

서울 23

부산 6

구 8

인천 7

광주 4

전 2

울산 5

세종 1

경기 22

강원 18

충북 6

충남 8

전북 4

전남 16

경북 11

경남 11

제주 -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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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가족정

책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35개, 그리고 건강가정･다

문화 가족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52개소가 있다.

한편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지역사회연계와 같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가족교육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1-6  2018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 공통사업 

시, 군, 구 센터 공통사업 사업내용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 예비/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부부교육 등 
- 예비부모교육,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 등

남성 상 교육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 상 자기돌봄 교육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p.138-139

2017년 부모교육의 월별 참여인원의 현황은 9월이 가장 많은 반면에 1월이 가장 

적었으며, 월별 회기수는 11월이 가장 많았고, 마찬가지로 1월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Ⅱ-1-7  2017 가족교육 역 월별 참여인원 및 회기수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참여인원 회기

계 55,214 2,571

1월 718 62

2월 1,154 89

3월 4,648 146

4월 4,350 193

5월 6,683 263

6월 6,109 309

7월 5,350 288

8월 2,880 184

9월 7,765 307

10월 4,513 234

11월 6,273 325

12월 4,371 171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개요.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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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중 세부 프로그램별 월별 참여인원 및 

회기수는 기타, 부모, 및 남성 대상 교육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자세한 현황은 아

래 표와 같다.

표 Ⅱ-1-8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월별 참여인원 및 회기수 

(단위: 명, 회)

세부분류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회기

기타 기타교육 21,412 779

부모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16,230 702

남성 남성 상교육 8,266 501

가족교육

노년기가족교육 7,226 394

중년기가족교육 611 12

신혼기가족교육 306 19

자녀 자녀 상교육 1,163 164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개요. p.60 재편집

나. 여성가족부의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현황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 단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불특정 다수의 부

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행해왔다. 최근 들어서 

생애주기별로 자녀 및 부모의 연령에 따른 구분을 통해 부모교육을 세분화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교육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부모교육은 상대적으

로 많지 않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년 여성가족부가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2018년 3월 발표된 맞춤형 부모교육 활

성화 방안을 통해 부모교육 질적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 교

육 접근성 개선을 꾀하여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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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내용(2016, 2018년도)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2018b) 재구성

1)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일반 지원 사업 사례(서울시)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적극적인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용산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시작된 서울시건강가정지원

센터는 이후 확대되어 전국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시 모든 자치구(25개)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현재 총 26개가 있다.

표 Ⅱ-1-9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도별 설치현황

개소연도 센터 개수

2004 용산구 1

2005 강북구, 관악구, 동 문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6

2006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서 문구, 
성동구, 성북구, 등포구, 은평구, 중구

10

2007 서울시, 광진구, 금천구, 종로구, 중랑구 5

2008 강서구, 양천구 2

2009 노원구, 강동구 2

합계 26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1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과 서울시 내 

자치구 센터 지원 평가 등의 업무뿐 만 아니라 건강가정교육, 가족생활 문화운동,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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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학교 운영, 수탁사업, 협치사업 등 총 7개 영역을 중점으로 하여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Ⅱ-1-4  2017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내용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7년 수행한 총괄 사업 실적은 사업수 78,503

건, 실시회기 12,997회, 참여인원 1,258,537명으로, 기본사업 가운데 건강가정

교육 상담지원 및 서울가족학교 사업이 대체로 활발하였으며, 기본사업에 비하여 

시비지원을 받은 협치사업 및 수탁사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1-10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 실적현황

(단위: 건, 회기, 명,)

구분 총계

기본사업

협치사업 수탁사업
건강가정
교육상담

지원

가족생활
문화운동

자치구
센터지원

평가
네트워크

홍보 및 
정보제공

서울
가족학교

사업 수 78,503 10,059 27 29 259 551 2 67,576

실시회기 12,997 10,059 665 54 257 1,343 597 22

참여인원 1,258,537 17,901 7,618 1,345 21,052 46,043 70,291 1,094,287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19

2017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한 전체 실적은 10,925건, 실시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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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8 회기, 참여인원 93,95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생활 문화운동 내에서 

아버지 돌봄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인 ‘좋은아빠 프로젝트’ 실적은 전체 16건, 실

시회기 700회기, 참여인원 1,379명 이었으며, 서울가족학교 운영 내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은 전체 236건, 실시회기 378회기, 참여인원 10,814명으로 

비교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아버지 관련 돌봄 

프로그램이 비중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연

계하여 진행되는 협치사업은 10대를 위합 예비부모교육 및 전환기 부모교육이 있

으며 전체실적 84건, 실시회기 597회기, 참여인원 70,291명으로 집계되었다. 서

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

탁과제의 형태로 주로 진행하였다.

부모교육 대표사업인 서울가족학교의 추진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Ⅱ-1-5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추진체계

서울시

가족담당관
◦ 사업비 지출
◦ 사업 홍보
◦ 사업 관리 감독사업 감독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 패밀리 허브 구축
◦ 가족커뮤니티 활성화
   (온라인 까페, 오프라인 가족학교 동창회 운 )
◦ 사업별 TF위원 회의
◦ 매뉴얼 개발 및 보완
◦ 전문 강사 풀 구성․운 , 보수교육
◦ 사업홍보 및 조직, 기관 협력회의 주관
◦ 실적 관리 및 성과분석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분석

광역학교

사업 총괄

20개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 전 교실워크숍 방식 운
◦ 상자 모집, 홍보(패밀리사이트 이용)
◦ 프로그램 운
◦ 사업비 정산  
◦ 매월 1일 실적 보고 및 결과서류 제출

거점학교

사업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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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지원센터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사업 사례(서울시)3)

2017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한 아버지 돌봄,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7년 4 ~ 12월 기간 동안 남성 돌봄 및 역할을 중요성 인

식 확산을 위한 교육 취지로 아빠육아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8건으로 624명이 참여하였다(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8, p. 28). 아빠육아 

교육과정 강의 추진 결과, 자녀의 또래관계 및 학교폭력, 자녀의 성교육, 자녀의 

매체지도, 자녀의 부적응, 기타,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의 행동 특성, 자녀와의 놀

이지도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 운영은 강의교육 보다 사례 및 실습 위

주 교육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높

은 교육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남성돌봄에 대한 적은 협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사업 진행에서 애로점으로 꼽힌다.

2017년 5 ~ 11월 기간 동안 아버지-자녀가 건축을 소재로 하여 소통할 수 있

게 한 부자유친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 7개 자치구(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도봉

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센터에서 총 709명 참여하였다. 부자유친 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는 총 4.8점으로 건축이라는 특별한 주제와 체계적 커리큘럼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 자치구 가

운데 특히, 관악구, 도봉구 센터가 아버지모임 및 부자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타센

터에 비해 많이 하여 참여자수도 많았으며, 만족도 점수도 높았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전문적 체험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

소시키고, 문화적 매개를 통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 운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 높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반면 참가자의 특성(자녀 연력)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난이도 조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7년 8월 실시된 아버지-자녀 공연관람지원 프로그램인 문화패키지 프로그

램은 취약가족 아버지 및 다른 아버지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총 18가족 4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환경 및 서비스 질

과 재참여도에 대한 항목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으며, 각 문항이 4.9점 이상으

로 지속적인 사업 발굴, 진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성 돌봄 기능 공백

3)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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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화에 대한 지역사회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할 계획이다. 

2017년 1 ~ 12월 진행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의 아

버지의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자녀와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

한 아버지의 자기돌봄과 가족문화공감을 위한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

었다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7). 참여에 있어서는 총 568명이 참여하

였는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서울시 기업 및 학교 내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대다수 기업 참가자들은 의무참석과 같이 비자발적 동기로 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만족도는 평균 이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현장 반응이 

대체로 호의적이라 보고하였다. 

표 Ⅱ-1-11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2017년 기업･공공기관, 어린이집, 유

치원, 커뮤니티 등을 위한 컨텐츠 구성

차시 교육명

1차시
(90-120분)

- 아빠 자기돌봄과 스트레스관리

2차시
(90-120분)

-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3차시
(90-120분)

- 코치형 아버지되기

체험활동
(60분)

- 신체놀이활동, 과자집 만들기, 오감발달 놀이 등
- 어린이집, 공동육아, 아버지커뮤니티에만 해당(학교 연계사업 시 체험활동 생략)

자료: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7). 서울가족학교 운  현황 및 2018년 발전방향 관련 주요 현안, p. 6. 

한편 서울시건강가정센터(2017)는 2017년 사업을 통하여 2018년 찾아가는 아

버지교실 운영에 있어서 아버지 커뮤니티(마을공동체)와 자조모임 지원 강화를 목

표로 설정하였는데, 아버지교실을 열기위한 기업 및 학교 섭외에 어려움이 크다

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직장 아버지 대상 컨텐츠가 부족하여 이

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를 제한점으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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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2018년도 컨텐츠 구성

대상 기업･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커뮤니티, 학교(초, 중, 고)등

강사구분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모든 강사

필수

1차시 아빠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2차시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3차시 코치형 아버지 되기

4차시 아이와의 친밀감과 안정적 애착관계

5차시 아이에게 효과적인 훈육

6차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육

어린이집, 커뮤니티, 
공동육아

체험활동 (신체놀이활동, 과자집 만들기, 오감발달 놀이 등)

선택 학교 마을에서의 아버지역할 (아버지회 만들기)

자료: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7). 서울가족학교 운  현황 및 2018년 발전방향 관련 주요 현안, pp. 13-14. 

이에 위의 표와 같이 2017년 영유아 부모와 초중등 부모를 위한 컨텐츠를 구

분하였던 것을 통합하며 교육 횟수를 6차시 이상으로 확장하였다.

2017년 10 ~ 12월 기간 동안 시민이 직접 주도하여 가족사업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게 한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12건 운영되었는데, 아버

지 돌봄 관련 프로그램으로 강북구의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역사 바로알기’

와 서대문구의 ‘맞벌이가정 자녀돌봄을 위한 자조모임 ‘모두리반’’이 있다.

한편 성별 사업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31,211명 참여자 가운데 여성 

60,948명(26%), 남성 34,580명(14%)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파악이 어려운 비구

분 참여자가 135,683명(58%)으로 과반수를 넘게 나타났다. 비구분 참여자를 배

제하고 보았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아직 남성 참여자 

수가 미미한 정도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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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3  2017 서울시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별 사업 참여현황

(단위: 명)

구분
참여인원

남 여 비구분 합계

공통 23,762 39,696 16,846 80,304

자유 10,818 21,252 118,837 150,907

총계 34,580 60,948 135,683 231,211

자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p.56

3)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을 통해 특별한 지원 욕

구가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등 전국의 거점기관을 신청받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의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초기 지원 사업수행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서울에는 2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 중이며, 17개 시도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

다. 17개 기관의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1-14  미혼모자 미혼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 (2017년 1월 1일 기준)

지역 기관명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구 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 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물푸레복지재단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91.do 에서 2018년 3월 6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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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가 대안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Ⅱ-1-15  미혼모 대안 교육기관 (2017년 1월 1일 기준)

지역 기관명

서울 나래 안학교(애란원)

부산 마리아모성원

구 가톨릭푸름터

인천 자모원(바다의별 안학교)

광주 인애복지원

경기 홀트고운학교

강원 마리아의집

충남 새소망의집

전북 민들레학교

전남 성모의집

경남 로뎀학교

제주 애서원(무궁화아카데미)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91.do 에서 2018년 3월 6일 인출

다. 기타 정부 부처의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1)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여성가족부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무

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

원을 위함으로,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교육, 이혼으로 인한 자녀 심리정서적 문제 이해 교

육, 그리고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이 해당된다(여성가족부, 2016; 김길숙 외 201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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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여성가족부는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 대다

수가 자녀의 IT 기기 중독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2015년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갈수록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해당 부모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3) 군 장병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2016년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이를 

녹화한 방송을 전군에서 시청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군장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4)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민간의 부모교육 실시 현황

가. 민간의 일반 부모교육 실시 현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과 전달체계 외에도 종교기관과 부모 및 지

역 커뮤니티, 부모교육 전문기관, 비영리단체(NGO) 등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종교기관 부모교육4)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부모교육으로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들 수 있

다. 두란노에서는 21세기 한국의 위기는 가정안의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정

체성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아버지 학교, 부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종교단체

4)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father.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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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는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 가

능하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총 364,221명이 수료하였다(두란노아

버지학교, 2018).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

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을 바탕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설, 

운영되었다. IMF이후 일반인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이 이어지면서 2004

년부터 열린아버지학교가 운영되었다. 현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아

버지학교와 비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열린 아버지학교로 구

분, 운영되고 있다. 아버지학교의 개설은 신청하는 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개설 형태 및 시기 등이 결정된다.

두란노에서는 또한 부부학교를 개설하여 가정 안에서 나의 정체성의 회복과 부

부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해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자녀양육을 포함,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안 문제들을 

대응하는 방식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 부모교육 전문기관

종교단체 외에도 각종 부모교육 전문기관에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들에 대한 교육지원 외에도 기관에 따라 관련 연구 및 조사와 토론회

/포럼 운영 등 학술활동과 상담, 문화 확산,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표 Ⅱ-2-1  민간 부모교육 전문기관

기관명 주요사업 부모교육관련 사업

서울 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http://family-school.snu.ac.kr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 참여 활성화

∙ 학부모의 유형별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 친화적 인프라 구축

∙ 한국형 학부모 참여 모델 구
축 및 국제비교

∙ 연구과제 수행 
∙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 연구인력 및 학부모 지

원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및 
운

세 살마을
https://www.sesalmaul.com/

∙ 세살보듬이 사업
∙ 육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부모교육

∙ 임산부 교육
∙ 조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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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소  외(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42-44 에서 일부 발췌

기관명 주요사업 부모교육관련 사업

이지웰가족복지재단
(여성가족부 등록)

www.ezfamilywelfare.or.kr

∙ 가족사랑 캠페인 사업
∙ 가족교육 지원 사업
∙ 가족상담 지원 사업
∙ 가족봉사 문화 확산 사업
∙ 나눔 문화 확산 사업

∙ 주요사업으로 가족교육을 진
행하고 있음

  - 스스로 부모교육
  - 온라인 가족학교
  - 찾아가는 가족학교
  - THE가족 소통캠프
  - THE가족 문화캠프

함께하는 아버지들
(여성가족부 등록)

www.fathers.or.kr

∙ 아버지 관련 연구 및 조사
∙ 아버지 교육
∙ 고민상담 및 컨설팅
∙ FatheringKit제조･판매
∙ 캠페인 및 행사

∙ 아버지 교육,토론회 및 포럼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아버지교육:소통역량 강화,
비인지능력 강화 등

  - 포럼:내 아이의 감정 읽는 
방법, 아버지들이 알아야 할 
‘성공적인 나의 후반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부 등록)
kace.or.kr

∙ 부모리더십센터
∙ 인문교육원
∙ 차세 리더십센터
∙ 시민리더십센터
∙ 학교안전센터
∙ 도서관친구
∙ 평생교육원
∙ 원격팽생교육원
∙ 아버지다움연구소

∙ 부모리더십센터를 통해 부모 
및 가족성장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자녀교육 소책자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아버지다움연구소에서 아
버지다움 토론회,아버지다움 교
육, 아버지교육 전문가양성을 하
고 있음

한국부모교육센터
koreabumo.com

∙ 부모교육
∙ 개인 및 가족상담

∙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진
행하고 있음

  - 엄마학교: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한 다
음 자녀와 남편, 시 과 편
안하게 지내는 방법 교육

  - 아빠교육:부부간 의사소통, 
자녀 이해, 고부 갈등 중재 
등 교육

  - 부모교육특강 및 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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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교육 요구

본 장의 목적은 부모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유형에 따라 부모교육에 참여하

기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의 차이에 따른 각기 다른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를 파악하였다.

1 개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에 참여할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교육 경험 실태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본 연구에 참여한 100 명의 부모에 대해 사전 면담과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효과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먼저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요구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려는 이유는 

각 팀마다 처한 환경과 참여한 구성원의 특징이 다르고, 그래서 부모부모교육에 

투입한 프로그램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

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단일한 설문으로 일반화한 양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해

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에 제안한 각 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변형하는데 반영

하였다. 한편 부모교육의 실태와 일반적인 부모교육의 수요에 대한 의견은 설문

조사를 통해 얻고 이를 양적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부모교육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는 맞벌이 부모의 경우 가족 중 대표자 1인만 응답하였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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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교육 경험 실태 및 요구도

참여자들의 부모 역할 수행정도는 <표 Ⅲ-2-1>에 나타나 있다. 또한 부모로써의 

역할 수행에 대해 보통이다가 52.3%로 가장 많았으며 그런 편이다가 40.9%, 그렇

지 않은 편이다가 4.5%, 매우 그렇다가 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부모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

부모 역할 수행 빈도 비율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4.5

보통이다 23 52.3

그런 편이다 18 40.9

매우 그렇다 1 2.3

합계 44 100.0

설문에 참여한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여부는 <표 Ⅲ-2-2>에 제시되어 있다. 분

석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54.5%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45.5%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부모교육 경험여부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경로가 <표 Ⅲ-2-3>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주최기관

에서 보내는 문자난 전화 등의 안내를 받고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기타 36.0%, 친구, 친지 등의 소개가 8.0% 순이었다.

표 Ⅲ-2-3  부모교육 참여경로 

경험 여부 빈도 비율

참여한 적이 있다 24 54.5

참여한 적이 없다 20 45.5

합계 44 100.0

참여 경로 빈도 비율

주최기관에서 보낸 문자나 전화 등의 
안내를 받고

12 48.0

TV나 신문, 잡지 광고를 보고 1 4.0

인터넷 홍보를 통해 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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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 Ⅲ-2-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부모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믿을만한 부모교육 기관을 찾기 어려워서, 

부모교육의 장소가 멀어서에 대해서는 한명의 응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57.9%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가 2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이유 빈도 비율

부모교육에 한 정보가 없어서 11 57.9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 5.3

원하는 내용의 부모교육을 찾기 어려워서 1 5.3

부모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5 26.3

자녀를 신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 5.3

합계 19 100.0

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녀 생활 지도를 위한 훈육 

방법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대화방법 25.0%, 자녀와

의 놀이방법 13.6%, 영유아 발달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선호하는 부모교육 내용 

참여 경로 빈도 비율

친구, 친지 등의 소개로 2 8.0

기타 9 36.0

합계 25 100.0

교육내용 빈도 비율

유아 발달 4 9.1

유아 안전 2 4.5

자녀와의 놀이방법 6 13.6

자녀와의 화방법 11 25.0

자녀 생활 지도를 위한 훈육방법 14 31.8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 2 4.5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1 2.3

초등학교 적응준비 2 4.5

기타 2 4.5

합계 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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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부모교육 선호시간은 <표 Ⅲ-2-6>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 오전이 

36.4%로 가장 선호하는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평일 저녁이 20.5%, 평

일 오전이 1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교육시간

시간대 빈도 비율

평일 오전 8 18.2

평일 오후 3 6.8

평일 저녁 9 20.5

평일 점심시간 1 2.3

주말 오전 16 36.4

주말 오후 7 15.9

합계 44 100.0

부모들의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는 <표 Ⅲ-2-7>에 나타나 있다. 부모교육 장소

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한 참여자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장이 

18.2%, 주민자치센터 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선호하는 교육장소 

부모들의 선호하는 부모교육유형은 <표 Ⅲ-2-8>에 나타나 있다. 자녀와 함께하

는 프로그램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중심 워크숍(체험, 실습 등) 27.3%, 유

명인 특강 등 강연회가 15.9%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 빈도 비율

유치원, 어린이집 22 50.0

복지관 1 2.3

직장 8 18.2

주민자치센터 5 11.4

마을회관 1 2.3

지역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센터 등)

3 6.8

기타 4 9.1

합계 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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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교육유형

교육유형 빈도 비율

유명인 특강 등 강연회 7 15.9

활동중심 워크숍(체험, 실습 등) 12 27.3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24 54.5

기타 1 2.3

합계 44 100.0

부모들의 선호하는 부모교육 수강형태는 <표 Ⅲ-2-9>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개인(1:1) 수강형태에 대해서는 한명의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부모교육 수

강형태로 소집단(2 – 10명 미만)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집단(10 – 
30명 미만)이 22.7, 대집단(30명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표 Ⅲ-2-9  수강집단형태

집단 크기 빈도 비율

소집단(2 –10 명 미만) 32 72.7

중집단(10 – 30 미만) 10 22.7

집단(30명 이상) 2 4.5

합계 44 100.0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간 부모교육의 횟수는 <표 Ⅲ-2-10>에 제시

되어 있다. 분석결과 1~3회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6회 

22.7%, 11회 이상이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  교육 횟수(년간)

횟수 빈도 비율

1~3회 29 65.9

3~6회 10 22.7

6~10회 1 2.3

11회 이상 4 9.1

합계 44 100.0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교육 회기 당 시간은 <표 Ⅲ-2-11>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부모교육 회기 당 시간으로 31~60분과 61~120분이 각각 43.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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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1분 이상 41.0%, 121분 이상 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  회기 당 시간

시간 빈도 비율

30분 이하 2 4.5

31~60분 19 43.2

61~120분 19 43.2

121분 이상 4 9.1

합계 44 100.0

3
부모교육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 
인식의 변화

부모교육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전 사후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

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24명과 맞벌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양육효능감과 사후 양육효능감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불안감의 사전 평균 3.16이었으나 사후에 2.94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차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양육관심은 사전에 3.47에서 사

후에 3.82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차이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반면 양육 유능감의 경우에는 사전 점수가 3.13, 사후 점수가 3.16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전후의 차이 검증 결과

변수 측정시기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1 양육불안감
사전 44 3.16 0.76

-3.001**
사후 44 2.94 0.82

2 양육유능감
사전 44 3.13 0.46

1.299
사후 44 3.16 0.37

3 양육관심
사전 44 3.47 0.49

4.549***
사후 44 3.82 0.5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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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담을 통한 영유아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의 부모교육 요구 분석

영유아 부모교육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팀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에 대한 대한 

분석을 질적연구로 실시하는 이유는 첫째, 부모교육 시범사업이 각 10개의 팀에 

적용한 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기에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어

서이다. 둘째, 부모교육에 투입한 프로그램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한 각 팀마다 처

한 환경과 참여한 구성원의 특징의 차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양적연구방법으로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칠 우려 때문이다. 본 장에서 탐색할 연구주제는 첫

째,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양육 경험과 둘째, 이들의 양육 경험에 따른 실

질적으로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인, 셋째, 양육 및 부모교육에의 접근이 

어려운 원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명의 부모는 모두 FGI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그리고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시행한 연구 협

력진이 이 연구의 참여자이다.

영유아 부모교육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참여 전 

실시한 FGI에 참여한 부모와의 면담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주되게 분석하였다. 또

한 부모교육 실시하는 동안 연구진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의 관찰기록

과 더불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연구협력진의 일지도 활용되었다. 

연구자들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코딩할 예정이다

(Charmaz, 2000). 분석의 과정은 먼저 코딩을 실시하기 전 분석 자료를 수차례 

읽고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1차 코드를 선정하여 이를 전사 자료에 코딩할 예정

이다.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 중 새로운 코드가 생성되면 새로 생성된 코드로 다시 

코딩을 반복하여 수차례의 읽기가 반복되며 1차 코딩을 완료할 것이다. 연구자들

은 1차 코딩을 통하여 생성된 코드별로 자료를 재분류하고 1차 코드의 내용별로 

다시 수차례 읽기를 반복하여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1차 코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를 일반적인 주제로 묶어서 2차 코드를 생성할 것이다. 이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상 부모교육

48

렇게 생성된 2차 코드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

을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Weft 사의 QDA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가. 부모교육 정보의 부족

부모교육 시범사업에 참여한 부모들 중 상당수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보가 부

족하다고 호소하였다. 저출산 시대에 대부분의 부모는 처음 육아를 경험하게 된

다. 물론 다양한 정보를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얻지만,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문

제는 단순히 책으로 얻기 어려운 정보가 훨씬 많다.

아버지 집단 2_면담 [33418-34547]

...전략... 저는 약간 이해를 못 했던 게, 원인은 하나였어요. 졸렸던 거예요. 이미 제가 원래 

씻겨야 할 시간보다 한 시간 뒤에 씻기니 애가 졸려서 짜증나는 것을 말로 표현했던 거예

요. 씻기 싫다 그런데 애는 빨리 잘 준비를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빨리하고 자니까 눕자마

자 자고..처음에는 저도 이게 있었죠. 아 나는 왜 애랑 실갱이를 했던가 30분 동안.. 그건 

아니었다.. 빨리 씻겨야 했던 거였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이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거에 

있어서.. 진의랑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걸 부모가 너에게 좋은 선택이야 이거는 하면서 먼

저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다고 애를 달래서 하는 건지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위 사례의 아버지는 자녀가 보채고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몰라 아이를 가르치

려고 한참을 고생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이가 졸려서 아버지의 요

구에 그렇게 대응했던 것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애를 썼던 것을 말

한 것이다. 이처럼 초보 아버지, 초보 어머니가 늘어가다보니 자녀 및 양육에 대

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매번 새로운 도전이 닥쳐

오는데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23128-23352]

저는 첫 째가 여덟 살이고, 둘째도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육문제 같습니다. 이른 나이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애가 

여덟 살이 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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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는 실상 영유아기에는 

부족한 정보를 잘 깨닫지 못한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큰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고 

어지간한 일은 부모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초등학교에 진

학하고 아이가 점점 커가며 처음 하는 초등학생의 부모노릇이, 중학생의 부모노

릇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영유아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다소 둔감한 이런 아버지와는 달리 맞벌이 어머

니들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를 목말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아래와 같이 여건상 부족한 정보를 채우

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맞벌이 집단 2_면담 [1843-2338]

저는 이런 교육들 같은 경우 다른 맞벌이 부모들 마찬가지이겠지만 들을 데가 없어요. 들을 

데가 없어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망설이던 찰나에 선생님 전화 받고 이렇게 신랑이랑 이야

기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아이가 하나라서 키우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제

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같이 유치원 엄마들도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맞벌이 부부니까 저 엄마는 일하니까 자연적으로 배재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요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정보를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위의 면담 부모는 직장인이어서 절대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유치원의 다른 학부모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보다 큰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치원의 주변 어머니들이 드러나게 

직장인 어머니를 소외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수의 교육문화인류학 연구

들에 의하면 전업주부 어머니들이 직장인 어머니들과의 정보교류를 꺼리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의 사례는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늦둥이를 출산한 경우라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 어머니들과는 나이가 차이나다 보니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

소하고 있다.

맞벌이 집단 1_면담 [18429-18850]

안녕하세요 저는 000반 000 엄마구요. 아이가 이제 다섯 살인데 위에 언니, 오빠가 있어

요. 터울이 많아서 늦둥이를 낳아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희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생긴 

아이라 나이가차 열 살이 넘게 차이가 나다보니 좀 저희 아빠랑 저랑 다 키워놓고 나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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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아이를 키우려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이제 아이에 대해 약간 소통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키웠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는 옛날 같지 않더라구요.

어머니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양육 환경 속에서 이전에 큰 자녀들을 양육하던 

시대의 정보는 이미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을 어려움으로 호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여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할 

시대라기보다는 광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와 잘못되거나 중요하

지 않는 정보를 가려내는 혜안도 필요하다.

아버지 집단 2_면담 [10871-11040]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울까 아내랑 저랑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까 혼자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데에는 한 가지 원

인이 있다. 바로 원가정과의 단절이다. 물리적으로 지금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소가족 제도가 되어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로 예전 내 아버

지가 하던 아버지 노릇이, 어머니가 하던 양육의 방식이 과연 오늘날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를 않는 다는 것이다.

맞벌이 집단 5_면담 [25181-25936]

 저는 제가 어떻게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 아버지로서의 포지션을 할까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치마크 할 만한 사람, 관계가 저희 아버지와 저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쓴소리 

안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항상 뭐 저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

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

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도 쓴소리 안하고 가만히 놔두고 뭐 티비 보여주고 그러면 잘 

될거야 그런 그냥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애들

한테 어떤 모양새로 보이는 아버지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맞벌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위 아버지의 사례처럼 아버지를 모델링하는데 있어

서 과연 아버지의 방식이 오늘날 내가 따를 수 있는, 따라야 하는 방법인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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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기 보다는 예전 아버지 시대의 양육 및 훈육 방식이 오늘날에도 과연 통할 수 있

을까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아버지 집단 1_면담 [9536-9955]

역할을 말씀 드리기 전에 아빠는 아빠다라고 말씀 드린 것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어려

웠어요. 지금도 엄마한테는 엄마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는 아빠라는 말이 잘 안나와요. 아

버지가 어렵다보니 저희 아들들이 그렇게 안 느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빠는 아빠다라

고 말씀드린거구요. 동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예전 아버지들은 자녀와 친근하게 지내는 아버지 상이라기 보다는 권위주

의적이고, 자녀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예전 

자신의 아버지 모델을 따르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예전 아버지의 훈육 방식이 폭력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법적으로도 관용되지 않

는 시대인 것이다.

아버지 집단 4_면담 [7154-7184]

우리 아빠시대도 많이 맞았지..

이처럼 이전 시대의 아버지 상, 양육의 롤모델이 현재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원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에 더욱 원가정의 부모역할을 모델링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는 자녀에게 억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아버지는 아래와 같이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15962-16469]

저는 지금 아이가 없는데 참여하는 거라 제가 저희 아버지랑 지금 계속 살아오면서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앞으로도 얼마나 개선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잘 

해주겠다고 해서 애기 때부터 저한테 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모나거나 강하게 훈

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아져서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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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잘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지

식이 없어서 혹시 대물림되지 않을까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한 아버지는 “아버지를 제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집단 5_면

담 [26738-26773])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부

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란 요

즘 부모는 원가정의 모델을 통한 부모역할을 전승하기 어렵기에 더더욱 스스로의 

부모역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나. 수퍼맨 신드롬

이처럼 요즘 맞벌이와 아버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은 녹녹하지가 않다. 각종 미디어와 사회

적 분위기는 아버지들에게 안팎으로 더 많은 양육 및 가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 집단 4_면담 [271-1431]

제가 그냥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물론 다른 집의 아버님의 모습은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은 아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중략...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내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자꾸 푸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근

데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수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저도 뭐 노는 것 좋아하지만 

캠핑 열풍이 있어서 아빠들이 다 준비에서 가서 설치하고 다 설치하면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요즘에는 또 애들 재우는 아빠들도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구요.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당연하던 시절,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가

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역할분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맞벌이가 점점 늘고 

있고, 비단 맞벌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돕는 것이나 선택

이 아닌 해야할 일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따름이다.

아버지 집단 2_면담 [21066-21829]

 제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1년 휴가를 3월 한 달에 몰아 쓰면서 애를 혼자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어린이 

집에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 이제 30분 정도 있는거예요. 적응을 늘려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와서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 너무 비어있으니 애를 어쨌든 대리고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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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든 어디 키즈카페든 놀다가 들어와서 씻기고 재우고 이렇게 풀코스를 한 

달 동안했는데 진짜 우울하더라구요. 

위의 아버지의 예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더 유연한 근로조건 속에 있자 어머

니가 아닌 아버지가 육아를 위해 한 달간의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본 일을 소

개한 것이다. 전문직의 젊은 아버지가 치열한 사회에서의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팔불출이라고 옛 아버지들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굳이 생색을 낼 일도 아니고 나지도 않는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4778-4889]

저는 불만 없습니다. 뭐 퇴근하고 가면 제가 전담으로 다 보다가 샤워도 제가 시키고 하는

데..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휴가를 내서 특별히 자녀를 돌보지 않더라도, 퇴근후 집에 복귀해서는 아버지

가 육아에 하루 종일 시달린 어머니를 좀 쉬게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다른 

아버지 역시 퇴근 후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자녀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6654-6718]

저는 퇴근하고 거의 전담해서 씻기고 같이 재우고 같이 데리고 자고 ... 중략 ... 아이 때문

에 같이 못자니까 오히려 와이프가 거실에서 따로 자고 주말에도 거의 시간 할애해서 같이 

봐주는데 애기 때문에 불만인 것 보다 저 자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처럼 퇴근 후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주도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

가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야외로 나가는 것은 

아버지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8227-8348]

주말에는 제가 거의 전담해서 보고 그리고 와이프가 저랑 같은 동갑이라 충분히 계속 잠들

때까지 자는 편이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집단 4_면담 [4677-5351]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덕분에 좀 야근이 없는 편이라 편한데 애기 엄마.. 애기가 한명이다 

보니까 다른 아빠들 보다는 아이에게 집중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평일에는 산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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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말에는 같이 좀 노는 편이구요. 

0825_캠핑_면담 [6854-6992]

캠핑을 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캠핑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휴가니까

이처럼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놀아주고 야외에 나가는 것은 온전히 아버

지의 몫이다. 그리고 일부 아버지의 역할은 단지 놀아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아버지들은 주말에 가사부터 육아까지 모두 도맡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9140-9398]

저는 뭐 퇴근하면 같이 애들하고 있는 편이고 와이프랑 같이 얘기도 하고 ... 자기 전에는 

제가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아

빠가 밥하고 청소하는 날이다 아빠가 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니 와이프를 안 깨우더라구요. 

아버지 집단 3_면담 [9585-9684]

저도 뭐 주말에는 무조건 제가 밥 먹이고 무조건 제가 같이 애 셋 데리고 놀아주고 와이프

는 한 숨 자고 

아버지 집단 3_면담 [9731-9814]

네, 애기 엄마도 평일에는 자기가 할 테니 주말에는 꼭 쉬게 해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아버지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된 양육 정보도 부족하고, 

원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롤모델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같은 수퍼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만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집단면담에 응한 부모들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역할을 잘 하

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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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집단 2_면담 [6863-6989]

 교육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뭐 노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 되는데 내가 지금 

맞벌이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위의 어머니가 언급한 것처럼 맞벌이를 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이 과

연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 맞벌이를 하면서 질높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며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불안과 나아가 불만은 어머니보다는 아버

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버지 교육에 참여한 다음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집단 3_면담 [19604-19742]

저도 뭐 특별하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답을 찾아보려 노력을 하다보니까 문제라기 

보다는 해답이 없으니 해답을 찾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아버지 집단 4_면담 [4424-4529]

그쵸. 많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건가... 방향성을 좀 잃

을 때가 많이 있죠. 

아버지 집단 4_면담 [2984-3354]

그것도 맞는거냐 예요. 아빠로서 집안에서 아빠로서의 역할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즘은 뭐 돈 잘 벌어 오는 아빠는 이제는 한 물 갔죠. 실은 돈도 잘 벌어오면서 아이와도 잘 

놀아주면서 집안일도 하는 아빠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니까.. 그렇게 안하면 왜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에 대한 스스로 드는 자괴감... 아빠들의 공간이 없는데 와이

프에 대한 공간이 오히려 더...

위와 같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 편으로는 제

대로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또한 양육에 있어서, 특히 자녀가 

성장하며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스갯말로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의 

의사결정라인에서 배제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상 부모교육

56

아버지 집단 1_면담 [4239-4456]

애들도 좀 더 놀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엄마들 어디서 듣고 와서 애들한테 막 시키려고 하고 

그거 자지고 얘기하다보면 ... 중략 ... 어디서 듣고 와서 애들 가르쳐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살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할까 물론 당장 배우면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면 빠르겠

지만 결국에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야기를 하면 결국에 싸움이 되더라구요. 그걸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애들이랑 놀아주다보면 제가 먼저 지쳐서 힘들 

때도 있고 와이프는 그럴 때는 더 놀아주길 원하고 그런것들이 자꾸 상충되더라구요.

아버지들이 느끼기에 어머니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더 많은 양육 참여를 원하지만, 

정작 자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아버지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버지 집단 1_면담 [14717-14966]

특히 교육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의견을 제가 내기 시작하면 트러블이 생기다보니까 어느 순

간 저도 애들 교육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지금 벌써부터.. 저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은

데 이게 들어가면 싸움이 나고 안들어가면 방임이 되고 되게 어려운 문제더라구요. 

이처럼 아버지의 의견이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비

단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아버지 집단 1_면담 [6097-6853]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맞벌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반반씩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 쪽 집안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친

구처럼 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모든 일을 다 반반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것이 나도 밖에 나가서 건축 일을 하다보니 저 같은 경우는 회식이 많아요. 거기서 이루어 

지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녁에 술 마시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업

무의 연장인데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저는 타협을 봤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인데 내가 많이 먹는거 맞다 인정하고 내가 집에서 할 거는 내가 한다. 집에 있을 때는. 

딱 구분이 되니 와이프랑은 안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하게 싸우게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주말에 육아도 열심히 하고 업무상 해결할 일도 있음에도 

어머니의 요구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뿐 아니라 부부간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불만과 불협화음에 대해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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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단 1_면담 [17876-18208]

제가 이전에는 이혼 파트를 4-5년 했었는데 대개 보면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을 보면 대화의 형태가 잘못돼서 엇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또 이혼하게 되면 아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이게 이제 가정이 최소한의 사회니까 이 가정에서 진짜 

와이프와 저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맞는 것 같더라구요,

맞벌이 집단 1_면담 [17409-17508]

 약간 저희 부부생활하거나 그럴 때 저희끼리 다투고 있으면 저희 아이들한테 그게 많이 가

는 것 같아요. 

맞벌이 집단 5_면담 [18448-18785]

소통문제와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아내와 

많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이 문제를 이야기 나눌 때는 저희가 

선후배이기 때문에 나이차가 많이 안나요. 연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 의견에 맞춘다기 보다 항상 싸우면서 끝나는 것이 있어요. 

라. 타임 푸어

회사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 자녀와 지내는 시간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한 

아버지는 별도의 연장근무가 없어도 자녀를 마주할 시간이 하루 두시간 남짓이라

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6436-6619]

문: 그럼 사실 퇴근하고 아이들이 일찍 자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랑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

지는 않겠네요.

답: 그렇죠. 주말에 많이 하고 정시 퇴근 할 때는 저녁에 두 세 시간 같이 하고 그때 이야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평일에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

은 조건 자체가 힘든 것인 지도 모른다.

아버지 집단 3_면담 [8101-8157]

아직 처음이라서 모르기는 한데.. 평일은 와이프가 전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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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단 3_면담 [11105-11235]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큰 문제인 것 같구요. 휴가나 이런 것 들을 가정에 맞춰서 

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보니 그런 부분이...

아버지 집단 3_면담 [11491-11832]

같은 이야기 인데 시간이 부족하죠. 저도 와이프 임신 했을 때 조산 때문에 3개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호자가 저밖에 없으니 휴가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진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그

렇더라구요. 회사나 그런데서 보살펴 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위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인으로 인

하여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가

정내, 사회적 압력은 점증하고 있다.

아버지 집단 4_면담 [25624-26424]

네. 그럼 7시되면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한 8시 반되면 씻기고 9시에 자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중

략... 첫째가 보통 엄마랑 자려고 해요.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가 없더라구요. 아무리 

제가 잘 놀아준다고 해도 엄마랑 자려고 하는 거랑 자기 전에 아이가 무조건 책을 읽는데 

엄마가 읽어주길 원해요. 엄마가 읽어주고 엄마랑 자길 원해요. 그거 두 가지는... 

아버지의 업무에 따라서 특히 자녀와 상호작용 하기 쉽지 않은 업무도 있다. 아

래와 같이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대면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대면 시간이 부족

하다보니 자연히 아이와 서먹해지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 집단 4_면담 [8672-9297]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공사현장직을 다니고 있어요. 바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애기들하고 노는 시간 별로 없어요. 저

녁에 7시에 집에 오면 밥 먹고 샤워하고 좀 누워있으면 바로 자야 되요 힘드니까. 그런데 

애들하고 같이 놀려면 일요일에 잠깐 어디 같이 놀러가야 시간이 되는데요. 애들이랑 별로 

안 친하더라구요. 만나는 시간 별로 없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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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단 3_면담 [7693-7965]

저는 조금 불만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애가 저를 잘 안 따라요. 엄마만 찾고 저한테 

잘 안 오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집에 늦게 가니까 거의 뭐 자고 있

는 것만 보고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출근 할 때가 많고 그러다보니 애하고는 잘 놀아주지 못

하고 그러다보니 

맞벌이 집단 5_면담 [22748-22925]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랑 친해진지 여섯 살이지만 오랫동안 키웠지만 애랑 친해진지 일 년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회사일 바빠 가지고 항상 늦게 왔었었구요.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아버지들의 호소는 한결같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맞벌이 집단 5_면담 [330-632]

아직까지는 애하고의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하고 뭘 하면 엄마를 먼저 찾게 되고 

아빠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애와 소통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애와 교감을 나눠야 좀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높은 교감을 하고 싶

은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단 2_면담 [2565-2971]

저도 제가 이걸 처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든요. 아침에 출

근할 때 보내고 퇴근할 때 제가 데리고 오는데 원장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끼니를 

아이가 집에서 안 먹으니까 주말이라도 집에서 꼭 밥을 같이 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냄새, 따

뜻한 온기 같은게 아이의 오감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다. 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같은게...

사회적으로 아버지들, 그리고 맞벌이 어머니들은 보다 많은 양육참여를 요구받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양육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고 사회에

서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다 보니 부모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한 아버지의 보고를 들으면 과연 양육이, 가정이 직장과 배치되는 

일인가 돌이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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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단 1_면담 [10501-10617]

제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팀원들에게 푸쉬해서 올라오면 좋겠는데 못 

올라오면 짜증을 좀 내거든요. 

위의 아버지의 보고처럼 자녀와의 관계 맺기가 미숙한 것은 회사에서 함께 일

하는 동료,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직장에서 이런 민주적인 문화와 관계를 익히는 것이 가정에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Crouter & McHale, 2005). 이를 통해 연구자는 직장과 사회는 맞벌이 부모, 

아버지가 좀더 양육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모들에 대한 보다 넉넉한 양육 시간에 대한 배려가 궁극적으

로는 직장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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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맞벌이 부모교육 팀의 구성 원칙은 다

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맞벌이 부모보다는 가

능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진의 꾸준

한 문제제기는 항상 부모교육이 정작 필요한 사람보다 부모교육을 듣지 않아도 

잘 하고 있는 부모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건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어려웠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을 최소 5회기 이상 실시한다. 부모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5회기 이내의 단기 프로그램의 참여로 그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실시를 최소 5회 이상 실시하여 단

기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능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한 부모들이 이후에도 

자조모임의 형태로 모임이 지속되도록 노력한다.

넷째, 맞벌이 부모교육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버지교

육이 있기에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운

영하려고 하였으나 연구 초반 자문회의를 통하여 부모교육은 부와 모가 따로 교

육을 받는 것보다 동시에 부모가 함께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자문

을 통하여 맞벌이 부모의 부모교육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특성상 부나 모가 직장의 사정 등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 부모 중 한 명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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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에 부

모교육이 시행되는 시간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녀의 돌봄도 추가로 제공하였다.

다섯째, 캠핑장에서 실시하는 아버지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2017년 여성가

족부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내용을 활용

하여 구성하였다.

표 Ⅳ-1-1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구성 운 주기 인원

1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2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3

3 종교기관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4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12

5 유치원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1회 24

1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가.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자녀를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교육을 평일 

야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실시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야간 돌

봄을 제공하는 기관인데다 어린이집 원장이 남아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자녀들의 돌봄을 도왔다. 평일 늦은 시간에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짐가방을 가지고 곧장 어린이집으로 향해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

모님도 있을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자녀를 지역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교육을 평

일 야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6회 부모교

육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조언에 따른 기관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5회 실시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5가지 주제로 각 기관의 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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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통해 신청자들 접수하였으며, 부족한 기관에서는 원장 및 교사의 권유로 

6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지역의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로 6팀 12명으로 구성되

었다. 

표 Ⅳ-1-2  지역 어린이집 기반 주중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화성남자 금성여자

2회차 통(通)하는 부부 

3회차
통(通)하는 부부 2

나도 내 아이 감정코칭 전문가

4회차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학원에 보내야 하는가. 

5회차 내 아이에게 사랑 전달하는 방법

지역 어린이집 기반 주중 맞벌이 부모교육팀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후 자

발적 신청 및 원장님의 권유로 맞벌이부부 참여자가 4쌍이 참여하였고,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부부 2쌍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1) 회차별 진행내용 

가) 1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 남자･금성여자를 주제로 90분간 강의를 실시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 및 강사 소개, 육아정책연구소의 시범사업 목적 및 안내(설문

지 배부), 맞벌이가족의 통계치 소개, 서약식(개인 및 가정사 비 보장 관련), 맞

벌이 부모교육 참여동기 및 자기소개 및 맞벌이부모의 어려움, 힘든 점, 고민 공

감하기를 부모교육매뉴얼11권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함께하는 부모, 아버지교육 참여에 대한 자녀의 영향, 화목한 가족의 필요

성, 화성남자, 금성여자, 기본욕구유형 체크리스트 검사를 매뉴얼 12권의 활동지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기본욕구유형에 대한 설명,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욕

구유형 결과 비교하기를 실시하였다. 마무리 활동으로 남편(아내)이 싫어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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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가지, 좋아하는 행동 5가지 작성하고 5일 동안 배우자에게 하루 한 가지 좋

아하는 행동하기를 과제로 하였다. 

그림 Ⅳ-1-1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장면

나) 2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며 함께 개

발한 동영상 아빠효과(father effect)를 도입으로 시청하였다. 또한 지난 회차에 

이어 서약(개인 및 가정사 비 보장 관련)에 따른 마음가짐 준비와 지난주 과제 

발표(배우자가 좋아하는 행동, 싫어하는 행동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개인 경험)를 

실시하였다. 지난 회차에 작성한 내용 중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하

여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의 일상의 대화 각 팀 상황극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해 부부 간

의 너-전달법 및 나-전달법, 부부관계에서의 나 –전달법 연습, 나-전달법의 설명 

및 코칭, 자녀와의 나-전달법 적용, 반영적 경청 설명, ‘아빠와 딸’ 동영상을 시청



Ⅰ

Ⅱ

Ⅲ

Ⅳ

Ⅴ

Ⅵ

Ⅳ.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운

67

하였다. 마무리로 대화 문제의 주체가 ‘나’일 때와 ‘너’일 때에 따른 대화 기술 기

준 생각하였으며 과제로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전달법으로 대화하기를 삼았다. 또한 연휴 전후로 부모교육 일정 조정 및 내용 

전달을 위하여 SNS를 활용해 강사와 부모들 간에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6팀 중 한팀의 출장 관계로 인한 결석하여, 3팀의 부부와 맞벌이 어머니 2분 

참석하였다. 참석자의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많은 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몇분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부모교육 전개 과

정에서 남편에게 상처받은 어머니들의 표현들이 드러났다. 나-전달법을 실제 해 

보는 경험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대체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치원 

원감 및 교사의 말에 의하면 지난주 부모교육 시간이 부부클리닉을 받는 거 같아 

매우 좋았다라는 반응이었다고 강사에게 전달 해 주었다. 부모의 질의에 따라 대

화법에 대한 설명 추가하여 통(通)하는 부부 및 감정코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려

고 강의안을 변경하였다.

그림 Ⅳ-1-2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시 자녀 돌봄 제공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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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며 함께 개

발한 동영상 “부모와 자녀, 적절한 거리”를 시청하며 시작하였다. 지난 회차의 부

모교육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회상하고 지난 과제인 부부 또는 부모-자년 간에 

나-전달법을 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별 경험을 발표하였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법으로 에릭 번의 교류분석이론을 기초로 한 

대화법 통(通)하는 부부 강의를 실시하였다. 가정마다 아이가 슬퍼하거나 화내거

나 속상해 한 상황 사례 기술하기 및 평소처럼 상황극을 하였다. 각 부모마다의 

양육유형 파악하고, 가트맨 박사의 감정코칭을 통해 가정마다 아이가 짜증내거나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속상해 한 상황 사례에서 감정코칭을 실습하였다.

3회차의 과제는 자녀에게 감정코칭 하기로 제시하였다.

교육 도중 한 부모가 아이를 현재 학원에 안 보내는데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하였다. 추석 명절연휴의 여파로 6팀 중 4팀이 참석하였다. 3

차시 부모교육에 이전까지 어머니만 참석하던 부모중 아버지가 처음으로 참석하

였다. 그러나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아이가 유치원

에서 돌봄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곁을 떠나지 않자 큰아이를 아버지 무

릎에 앉히고 2시간 부모교육에 참여하였다. 참석한 4팀 모두 매우 열정적인 모습

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한 어머니는 감정코칭에 대한 강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했다. 가정마다의 사례로 감정코칭 실천하기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어린이집의 소풍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하는데 

지난 주에 만든 SNS를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팀의 일정을 신속히 조정하였다. 향

후에도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그룹 활동에 신속히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

록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 4회차 

<부모와 학부모>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지난 회차의 과제인 부부 또는 부모-자

년 간에 교류분석법이나 감정코칭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별 경험을 발표

하였다. <놀이는 밥이다>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발달과 놀이에 대한 강의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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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정,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기다림에 대한 부모 자세, 부모가 도와 줄 수 있는 

ZPD영역, 놀이는 밥이다, 유아의 뇌구조 및 발달특성을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강의하였다. 

4회차가 되며 3팀의 부부만 참여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전달법까지는 쉽게 시도하는 듯하였으나, 감정코칭까지 

나가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운영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되기가 쉽

지 않고 많은 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해 가며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이

다. 한 어머니의 경우는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이전과 달리 부모교육에 대

한 많은 관심이 매우 많이 생겼고,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고 강좌 등에 많은 관

심을 갖게 되고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 5회차 

<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뇌의 3층구조, 감정의 

뇌, 애착(안정애착. 불안정애착)의 특성, 강사의 애착연구의 사례, 사랑의 표시방

법을 강의하였다. 5회차의 교육을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사후 설문지(육아정책연

구소)를 작성하였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인지 6팀 모두 참석하였다. 마지막 교육

이 끝나고 소감을 통해 부모들이 대체로 부모양육에 대한 태도 및 역할에 대해 반

성적 사고를 하며 5회가 다소 짧았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

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부모교육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성 및 의지가 생긴 듯

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권유로 아무생각 없

이 참여하였다가 아버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판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어린이집 기반 주중 맞벌이 부모교육팀의 부모들은 대

체로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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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부부팀 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들 두명. 아들이 과묵하고 여림. 어린이집 생활이야기를 하지 않음. 
부모로서 자질 부족인가하는 생각이 들며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
각이 드는 참에 이런 기회가 있어 참여함.

어머니만 참석(아버지 
출장으로 불참) 

2회차

부모교육시간 이전에 와 큰아들에 한 설명을 함. 작은아들과는 다
르게 큰아들은 이모(할머니 포함)가 2년 동안 전적으로 키워주었고 
주말에 아이를 만나는 상황이었음. 그래서인지 아이가 수줍음이 많으
며 낯선상황을 힘들어함. 둘째는 본인이 키움. 큰아들에 한 걱정이 
많음. 부모교육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오늘 부모교육 주제와 관련하
여 본인은 나-전달법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문제라 표현. 남편과 화
하다보면 더 화가 나는 상황임을 토로함. 처음 나-전달법을 연습할 
때는 자신 없어 했지만 다른 부모님들의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들은 후
에는 이해한 로 화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임.

어머니만 참석(아버지 
출장으로 불참) 

3회차

어머니는 자녀에게 나-전달법을 하려고 노력하 다고 함. 아버지는 
처음 부모교육에 참석하 으나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음. 부모
교육이 끝나고 자녀에게 한 개인적인 질의를 함. 자신의 양육태도
에 한 확인을 하고자 함. 

아버지 처음으로 참석

4회차 불참(미리 이야기 함)

5회차

16일로 마지막 일정으로 하게 계기가 깔깔천사 부부팀의 참여의지
로 정하게 되어서 그런지 본인의 생일파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
간 정도 참여했다가 미리 조퇴함. 평소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 많은 
편이며 교육을 진진하게 접근하는 편임. 마지막 소감을 못 들어 아
쉬웠음. 

어머니만 참석. 본인 
생일로 1시간만 참여
하고 조퇴함. 

나) 부부팀 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어머니 중국인. 아버지 한국인.
문화 차이에 따른 시어머니와의 갈등 및 주변사람과의 문제가 있음
(아빠표현). 부부 간에도 화의 갈등 및 다툼이 있을 때 자녀의 정서
적 안정이 걱정되며 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궁금하며, 부부끼리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음. 어머니가 한국어가 서
툰지 체로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말함. 

다문화 가정

2회차

어머니 약간 늦게 도착함. 아버지가 좀 더 늦게 도착함. 하지만 아버
지의 적극적 참여 태도가 높음. 아내가 중국인이라 그런지 상황극을 
하라고 하니 아버지 자신이 신 다 설명하겠다고 함. 표현상의 갈등
상황에서 아내를 매우 배려하는 남편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듯한데, 
문제해결 방향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평소 하는 것으로 사료
됨. 중국인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력이 매우 좋은 편이
며 참여 적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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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팀 3

3회차

지난 주 과제인 나-전달법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열심히 시도하 다
고 하고, 아버지는 이틀정도는 열심히 하 다고 함. 나-전달법을 하
면서 서로 알고 있는 지식과 노력으로 서로 웃게 되는 상황이 많았다
고 함. 감정코칭을 연습하는 가운데 쉽지 않게 표현됨. 평소 습관 로 
억압형의 내용으로 화내용이 나오기도 함. 하지만 무척 열심히 참
여하는 모습을 보임. 바람직한 모습으로 화하려는 상황극에서는 목
소리부터 매우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4회차 불참

5회차

중국인으로 직접 말하거나 참여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고 아버
지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편이었으나 아이에 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함. 중국어 교사이지만 한국어 구사력이 매우 
좋은 편임. 
아버지는 처음에는 강제로 나왔고 힘들었으나 참여하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 나-전달법 등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언금함. 부부가 같이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부부관계도 여
유 있게 좋은 분위기가 되었으며 자녀에게도 훈계보다는 배운 로 
해보려는 노력이 생겼다고 함. 다음에 부모교육의 기회가 생긴다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낳은 아이랑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 궁금. 6세, 4세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가 
좋은지 아빠의 위치를 갖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음. 아버지는 아프리
카에 오래 있었으며 현재 어머니와 함께 24시간 일을 함께 하고 있
음. 아이가 자유분방하면서도 예의, 질서 있는 아이로 성장하면 좋
겠음.

부부함께 동업 근무

2회차

부모교육 제시간에 맞추어 부부가 함께 옴. 부모교육시간에 솔직담백
하게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고 있음. 너-전달법
에 한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특히, 아버지가 매우 적극적인 
편임. 

3회차

제일 먼저 도착할 정도로 열정적이며 참여도가 매우 높음. 나-전달법
을 부부간에 열심히 시도하 다고 표현하며, 아버지는 자녀에게 많이 
시도하 다고 함. 어머니인 경우는 나-전달법이 좋다고 생각하여 직
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시도하는 노력을 갖기도 하 다고 
함. 감정코칭에 한 강의를 집중하며 청취하더니 감정코칭 실천하기
도 잘 수행하는 편에 속했음. 

4회차

어머니는 “지난 주에 배운 감정코칭에 완전히 꽂혔어요.”라고 표현하
며 감정코칭을 해 보려고 노력했으며 책 등도 보게 되고, 부모교육 강
의 듣는 코스도 관심이 생겼다고 함. 부모교육 배운 로 실천하려 하
며 잘 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자녀의 반응을 볼 때 효과는 있는 거 같
다고 함. 아버지는 배운 당일은 배운 로 해보려고 노력하나 쉽지 않
다고 함. 나-전달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 같다고 함. ‘ 화할 때 할 게 
많아졌다. 화도 길어진다. 그래서 자녀와 화하는 게 쉬지도 못하
고 좀 피곤한 것도 있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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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부팀 4

마) 부부팀 5

5회차

5회 모두 참여한 아버지로 처음 열심히 하려 했으나 중간정도에 힘들
기도 했다고 함. 마지막 강의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사랑을 표현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함. 
5회 모두 참여한 어머니는 교육을 받으면서 실천을 다 하지는 못하지
만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함.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생각도 많이 달
라진 표적인 어머니. 부모교육에 한 관심이 매우 많음.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5세 늦둥이 있음(나이 차이 많은 언니, 오빠 있음. 결혼 18년차). 큰
아이와 다르게 어린 늦둥이와 어떻게 소통해야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궁금. 아빠가 듣자고 할 정도로 관심 많음

어머니만 참석(아버지 
출장으로 불참)

2회차 결석(사전 원장에게 연락하여 강사에게 미리 전달 됨)

3회차 부부 결석(연락 없었음)

4회차 불참

5회차
처음과 마지막을 참여한 어머니로서 사전에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
시 들어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어머니 자신이 남자형제 사이에서 성장하여 육아를 못하는 거 같다
고 생각함. 아빠랑은 자녀가 잘 노는데 어머니하고는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생각함. 자녀가 건강하고 착하고 밝게 자라
면 좋겠다고 함. 

어머니 육아 자신감 부족

2회차
아버지 결석. 어머니 늦게 도착하여 중간에 참여함. 앞 내용 및 전
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적극적인 모습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보

음.

어머니만 참석(아버지 
출장으로 사전에 기관
에 연락). 

3회차 부부 결석(사전 연락옴)

4회차 지난 주의 결석으로 인해서 인지 자녀와 특별히 노력한 게 없다고 함.

5회차

처음, 중간, 마지막 정도로 참여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
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함. 부모역할
에 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기는 않음. 그런데 이런 자신감 없
는 생각은 참석, 불참석이 번갈아 있었던 상황적 경험으로 인한 측면
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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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부팀 6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어머니 부모교육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참여하는 편임. 평소 아버지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참여함. 

어머니는 공항에서 바로 
부모교육 참여. 아버지
도 퇴근 후 늦게 참여.

2회차

퇴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적극성을 보임. 어머니가 도착하
자마자 남편에게 왜이리 연락이 안되냐고 불만을 표현함. 부모교육
시간에 너-전달법의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남편은 아내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한다고 표현함. 교육 중에 아내도 남편에게 평소 
서운한게 있는 듯한 분위기임. 나-전달법을 이해하나 연습에서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으로 사료됨. 

제일 먼저 도착한 부부

3회차

지난 주 나-전달법을 자녀에게 적용해 주는 노력을 함. 자녀의 좋은 
반응을 경험하 다고 함. 자녀가 나-전달법식의 화로 부모에게 

화 시도하는 모습을 관찰하 다고 함. 자녀에 한 감정코치 실천
하기를 비교적 잘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됨. 

어머니가 도착 후 아버
지가 시간에 맞추어 함
께 참석함. 

4회차

자녀가 “엄마,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했다고 함. 자
녀가 오히려 부모에게 나-전달법을 해서 자녀와의 화가 버거워지
기도 하 다고 함. 배운 로 하려니 부모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지
는 거 같다고 함. 부모로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여 어렵다고 함. 
배운 로 하려니 그만하고 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힘들다고 
말함. 아버지는 약간 늦게 참석하며,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라고 함. 

5회차

실천과 의지의 문제이지 부모역할 아는 거 아니냐는 입장에서 아내
의 권유로 참석을 시작한 아버지는 5회 모두 참여함. 배운 내용을 
회사동료들과도 공유하니 좋았고, 자신에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함. 
강사입장에서 노력하는 아버지로 부모교육의 효과가 있었던 분으로 
파악됨. 
다른 부모교육에도 자주 참여해 왔던 어머니는 부부가 함께 교육 받
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적극 권유했
다고 함. 알고 있던 내용도 다시 들어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많은 어머니들이 부모교육을 받아 좋은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
다고 말함. 강사 입장에서 볼 때 진우어머니는 부모교육에 한 실
천력보다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함. 

다. 어린이집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3주차를 지나며 열정적으로 참석한 부모니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나-전달법까지는 쉽게 시도하는 듯하였으나, 감정코칭까지 나가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호소를 했다. 그러나 교육한 강사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부

모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해 가며 느끼고 생각하

는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의 경우는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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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매우 많이 생겼고,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고 강좌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참여한 부모님들이 소감을 통해 대체로 부모양육에 대한 태

도 및 역할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며 5회였지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부모교육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성 및 의

지가 생긴 듯한 모습이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대체로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권

유로 아무생각 없이 참여하였다가 아버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부들은 

대체로 적극적인 분위기였다. 

2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가.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자녀를 지역의 유치원에 보내는 맞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교육을 평일 

야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실시하였다. 해당 유치원은 지역의 대

학 부설 유치원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맞벌이 부모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평일 야간에 5주간 진행되는 일정이 부담스러워 모집에 상당

한 시간과 개별 안내가 필요했다. 부모교육을 시작할 때는 맞벌이 부부 3쌍, 맞벌

이 어머니 4명으로 총 10명으로 시작되었으나 1회가 지나며 어머니만 참여한 4

명 중에 3명은 아버지도 추가적으로 설득하여 총 6쌍의 맞벌이 부모와 1명의 맞

벌이 어머니가 참석하여 13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일 저녁시간에 진행되어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

안 자녀는 유치원에서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부모교육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학 구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특성상 대학 강의실을 활용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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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자녀를 지역의 대학 부설 유치원에 보내는 맞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교

육을 평일 야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시작에는 자발

적으로 참여한 부부도 있었으나 원장 및 교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이겨 나온 분

들도 있었지만 회를 거듭하며 어머니만 참석하던 팀도 부부가 동참하게 되는 적

극성을 보였다.

표 Ⅳ-2-1  지역 유치원 기반 주중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화성남자 금성여자

2회차 통(通)하는 부부 

3회차
통(通)하는 부부 2

나도 내 아이 감정코칭 전문가

4회차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학원에 보내야 하는가. 

5회차 내 아이에게 사랑 전달하는 방법

1) 회차별 진행 내용

가) 1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 남자･금성여자를 주제로 90분간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는 부속유치원이 

소속된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장에서 바로 퇴근하느라 저녁을 거르

고 참석한 부모를 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제공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 및 강사 소개, 육아정책연구소의 시범사업 목적 및 안내(설문

지 배부), 맞벌이가족의 통계치 소개, 서약식(개인 및 가정사 비 보장 관련), 맞

벌이 부모교육 참여동기 및 자기소개 및 맞벌이부모의 어려움, 힘든 점, 고민 공

감하기를 부모교육매뉴얼11권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어 함께하는 부모, 아버지교육 참여에 대한 자녀의 영향, 화목한 가족의 필요

성, 화성남자, 금성여자, 기본욕구유형 체크리스트 검사를 매뉴얼 12권의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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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기본욕구유형에 대한 설명,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욕

구유형 결과 비교하기를 실시하였다. 마무리 활동으로 남편(아내)이 싫어하는 행

동 5가지, 좋아하는 행동 5가지 작성하고 5일 동안 배우자에게 하루 한 가지 좋

아하는 행동하기를 과제로 하였다. 

지역 기반 유치원 맞벌이 부모교육팀은 가정에 큰 굴곡이 없이 편안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의 참여는 적극적인 데 반해 아버지들

은 마지못해 어머니들에 이끌려 나온 듯한 인상이 많다.

그림 Ⅳ-2-1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장면

나) 2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며 함께 개

발한 동영상 아빠효과(father effect)를 도입으로 시청하였다. 또한 지난 회차에 

이어 서약(개인 및 가정사 비 보장 관련)에 따른 마음가짐 준비와 지난주 과제 

발표(배우자가 좋아하는 행동, 싫어하는 행동에 대한 실천에 대한 개인 경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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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지난 회차에 작성한 내용 중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하

여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의 일상의 대화 각 팀 상황극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해 부부 간

의 너-전달법 및 나-전달법, 부부관계에서의 나 –전달법 연습, 나-전달법의 설명 

및 코칭, 자녀와의 나-전달법 적용, 반영적 경청 설명, ‘아빠와 딸’ 동영상을 시청

하였다. 마무리로 대화 문제의 주체가 ‘나’일 때와 ‘너’일 때에 따른 대화 기술 기

준 생각하였으며 과제로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전달법으로 대화하기를 삼았다. 

원래 어머니만 참여하기로 했던 팀에서 아버지가 참여하였다. 어머니외 권유로 

아버지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쌍의 부부와 맞벌이 어머니 3명으

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2회차에 참여한 4팀의 아버지들은 말은 많지 않고 

과묵한 분위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황극 재연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

다. 특히 한 아버지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극에 참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지

난 회차보다는 부부간에 이해의 노력을 더 많이 보였다. 한 아버지는 나-전달법을 

생각보다는 어려워 하였으나 그 외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

였다.

다) 3회차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며 함께 개

발한 동영상 “부모와 자녀, 적절한 거리”를 시청하며 시작하였다. 지난 회차의 부

모교육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회상하고 지난 과제인 부부 또는 부모-자년 간에 

나-전달법을 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별 경험을 발표하였다.

 부부 또는 부모-자녀 간의 대화법으로 에릭 번의 교류분석이론을 기초로 한 

대화법 통(通)하는 부부 강의를 실시하였다. 가정마다 아이가 슬퍼하거나 화내거

나 속상해 한 상황 사례 기술하기 및 평소처럼 상황극을 하였다. 각 부모마다의 

양육유형 파악하고, 가트맨 박사의 감정코칭을 통해 가정마다 아이가 짜증내거나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속상해 한 상황 사례에서 감정코칭을 실습하였다.

추석 연휴 뒤라 3가정이 아직 귀경하지 않아 불참자가 많았다. 대신 처음에 참

석하지 않으려 하다 2주차부터 참석한 아버지는 3회차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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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아버지도 있

었다. 반면 발표할 때는 늘 바람직한 답만을 내던 어머니는 막상 감정코칭의 실습

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 인원은 적었지만 도있게 상황에 맞는 토

론과 조언이 가능했다.

그림 Ⅳ-2-2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시 자녀 돌봄 제공 장면

라) 4회차 

<부모와 학부모>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지난 회차의 과제인 부부 또는 부모-자

년 간에 교류분석법이나 감정코칭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별 경험을 발표

하였다. <놀이는 밥이다>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발달과 놀이에 대한 강의로 태아

의 여정,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기다림에 대한 부모 자세, 부모가 도와 줄 수 있는 

ZPD영역, 놀이는 밥이다, 유아의 뇌구조 및 발달특성을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강의하였다. 

4회차가 되며 3팀의 부부만 참여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전달법까지는 쉽게 시도하는 듯하였으나, 감정코칭까지 

나가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운영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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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되기가 쉽

지 않고 많은 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해 가며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이다. 

한 어머니의 경우는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이전과 달리 부모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매우 많이 생겼고,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고 강좌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 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4회차에도 3팀의 부부만이 참여하였다. 추석명절 시 결석한 부부가 연속하여 결

석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주 가장 적극적이던 부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 사전

에 연락이 없이 모두 불참하였다. 한 부부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

인다. 자신들을 완벽한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민

감한 개인사를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

와 거의 문제 상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맞벌이로 남편과 

자녀와 상호작용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 하는 반면, 본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인식

하는 것이다. 한 아버지는 두 번 참여하였으나 각각의 부모교육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인 스스로가 배운대로 해 보려는 노력의지가 높으며, 실제 부부 

또는 자녀간에서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표현한다. 주어진 90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 부모교육에 최소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 5회차 

<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뇌의 3층구조, 감정의 

뇌, 애착(안정애착. 불안정애착)의 특성, 강사의 애착연구의 사례, 사랑의 표시방

법을 강의하였다. 5회차의 교육을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사후 설문지(육아정책연

구소)를 작성하였다. 

그 동안 맞벌이부모교육에 열심히 참여한 4팀의 부부가 참여하였다. 마지막 교

육이 끝나고 소감을 통해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반응

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받은 방법들을 실천 

해 보면서 나오는 어려움으로 보여진다.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를 상황에서 나-전달

법이나 감정코칭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

력이 5회의 짧은 교육을 통해서는 아직 자신감을 얻기보다는 스스로의 부모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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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성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 단계로 보여진다. 부모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표현은 오히려 맞벌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소기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2)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부부팀 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딸10세 이른 사춘기. 6세남 유치원. 성별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

2회차

제일 일찍 올 정도로 매우 적극적임. 지난 주 과제(배우자가 좋아하
는 행동 1일 1개 5개 하기) 부부가 5개씩 하려고 노력했다고 함. 
부부 화법 관련 상황극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버지가 부모
교육에 매우 적극적인 편임.

3회차

지난 주에 배운 ‘나-전달법’을 자녀에게 한 경험이 있다며 예전 같
으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마구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나-전달법을 
하니 참아야 했다고 함. 참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고 함. 다
음 주 간식은 뭐냐며 간식여부에 따라 참석여부 하겠다는 등의 유머
러스한 면이 있음. 

배운 것을 실천 해 보는 
성향임. 

4회차 부부 결석

5회차

어머니는 워킹맘으로서 자녀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함. 자녀에 한 초심적인 마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
다고 함.
아버지는 교육받아 더 부모역할이 어려워 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
모교육 참여에 열정적이었으며 관심이 많았음.

나) 부부팀 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맞벌이는 부모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좋은 기회라 참여
하 다고 함. 자녀1명임. 아버지는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함. 아버지
는 자녀교육에 고민 받지 않은 편이나, 자녀에게 교육, 예절을 강조
해서 그런지 자녀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함.

자녀의 소극적 태도 고민

2회차

약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임. 지난 주 과제 2개 
정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함. 부부사이가 좋거나 둘 다 성격이 좋아 
부부 간의 갈등이 별로 없다고 함. 부부간의 화법에 별 문제가 없
다고 인식했으나 강의 및 상황극 실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을 조금은 인식하는 것 같았음. 

3회차

평소 자녀 교육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지 적극성은 많
아 보이지 않음. 나-전달법을 1주일 동안 해 본적이 없다고 함. 그
런데 오늘 감정코칭을 건우의 상황으로 상황극을 해보니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잘 안 된다고 말함. 

아빠 지방 출장으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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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팀 3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큰아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거 같음. 부모교육
이 주로 오전이라 못 듣는데 기회가 되어 참여하게 됨. 일한다는 핑
계로 자녀에게 소홀한 거 같아 부모로서의 변화를 기 하며 참여함. 
아버지는 어머니가 권유 해서 참여함.

부모로서의 변화

2회차

지난 주 과제 엄마는 1개, 아빠는 2개 정도 하려고 노력했다고 언
급함. 아버지가 엄마의 잦은 외출을 매우 싫어하는 듯한 언급을 함. 
교육활동에 참여를 시도하기 시작함. 부모교육시간 동안 엄마의 표
정은 약간 무감각한 편임. 

3회차 부부 불참(연락 없었음)

4회차
부부가 함께 정확하게 시간 내에 출석함. 지난 주 결석으로 지난 주 
경험이야기에 참여 못함. 강사의 강의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임. 

5회차
아버지는 유아의 뇌발달에 한 이해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함.  
어머니는 오늘 강의 내용에 있었던 ‘사랑’에 한 주제에 관심을 표함.

라) 부부팀 4

4회차

정확한 시간 내에 부부가 함께 출석함. 지난 주 과제에 한 경험에
서 아버지는 불참한 상태 고, 어머니는 교류분석이나 감정코칭 할 
문제 상황이 없었다고 이야기함. 강사 입장에서 문제 상황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워킹맘으로 자녀와 상호작
용하는 시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되기도 함. 완벽한 부모인 모
습을 보이고 싶거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로 사료
됨. 부모태도의 변화가 가장 없는 팀임. 그러면서도 아이발달적인 
이론적 측면을 다른 부부에 비해 더 알고 있는 편임(종사직이 무엇
인지 궁금해짐). 강사의 강의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이 보임. 

5회차

아버지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으로 유익
한 시간이었다고 말함. 멀티미디어 지도 등 아직 양육에 한 궁금
한 사항이 있다고 함. 어머니는 항상 양육에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
었으나 오늘 강의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 자
신의 양육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손해진 태도도 엿보 음.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버지는 어머니의 권유로 왔지만 무슨 교육인지 몰랐다고 함. 첫째 
초등 5학년아들, 둘째 아들 유치원생인데 같은 성별이라도 힘이 든
다고 함. 주말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한명씩 맡아 케어 하기도 한다
고 함. 형제가 잘 지내는 육아방법을 알고 싶다고 함. 어머니는 부
모교육 후 좋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남편도 달라졌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참여한다고 함. 

양육방법

2회차
어머님만 참석했지만 매우 적극적인 편임. 혼자 참석해도 편안하게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려고 함. 지난 주 과제 4개 정도 노력하는 
열의를 보임. 

아버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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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부팀 5

바) 부부팀 6

3회차 부부 불참(추석으로 불참 연락 옴)

4회차 부부 불참

5회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큰아이는 졸업 후 초등 1학년, 둘째는 6세로 유치원 다니고 있음. 
선생님 권유로 부모교육에 참여하 으나, 사실 한번 참여인줄 알았
음. 아버지는 일만 하지만 귀가하면 자식교육, 건강, 섭생이 걱정된
다고 함. 

2회차 부부 불참
사전 유치원 담임에게 
연락 옴.

3회차 추석으로 지방이라 불참. 연락옴

4회차 부부 불참

5회차 불참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어머니는 6세 자녀 유치원에 보내면서 일을 시작함. 출산 후 일 그
만 두었고 3년동안 자녀 키운 후 어린이집에 보낼 당시 부분직업을 
하다가 유치원에 보내면서 다른 직종의 일을 시작함. 일 적응과 스
트레스로 짜증이 많아짐. 육아 스트레스가 있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함. 

양육방법

2회차

아버지가 조금 늦게 와서 함께 참여함.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하 다
고 함. 처음 어색해 하는 듯 했으나 상황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음. 아버지는 부부간의 갈등 시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행하고 
말을 잘 안하는 편임. 아내는 불만이지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함(예. 
남편은 장난감 등을 포함해서 물건을 내다 버린다고 함)

아버지 참여

3회차
서현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먼저 도착함. 아버지가 참여의사가 없
었는데 지난 주 참석 후 다시 참석함. 부모교육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임. 지난 주 배운 나-전달법을 아내에게 해보려고 시도함. 

아버지 참여

4회차

정확한 시간 내에 부부가 함께 출서함.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 주에 
배운 내용에 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 다
고 함. 어머니는 시도는 하나 본인의 성격으로 끝까지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경향이 있어 만족스럽게 자녀와 상호작용을 마무리 짓지
는 못하 다고 함. 아버지는 배운 로 시도 및 노력을 하며 실제적
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개선되었다고 함. 아내가 옆에서 보기에
도 배운 로 잘한다고 칭찬하며 아버지 본인도 암묵적으로 인정하
는 모습을 보임. 노력도 보이며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부부임. 특
히 어머니는 조금씩 변화한다면 아버지는 몇 번 참석 안 하 으나 
큰 변화 및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아버지 본인의 의지가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는 것으로 사료됨. 

아버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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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일부 회기에 불참자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적은 수로 운영했던 회차에는 그 만큼 개인적인 감정코칭도 가능해서 가정마다 

상황에 맞는 지도 및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개인 경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었다. 이들 부모

들은 스스로를 완벽한 부모로 여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며 개인사를 노

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

악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운영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5회차 교육이 끝나고 소감을 통해 부모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더 어렵

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받은 방법

들을 실천 해 보면서 나오는 어려움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소리 지

를 상황에서 나-전달법이나 감정코칭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5회 

정도에서 자신감 보다는 부모역할이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표현은 맞벌이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효과가 있었

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종교기관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가. 종교기관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시범사업 팀의 구성

우리나라 부모교육, 특히 아버지교육은 초창기 종교기관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

었다. 앞서 소개한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경우 종교적인 목적으로 아버지의 각성

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출발해 점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으로 확장되었는

데, 이제는 오히려 종교기관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

5회차
어머니는 스스로 억압형 양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을 받
아 더 힘든 마음이 생겼다고 표현함. 아버지는 화법, 감정코칭에 

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함. 
아버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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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더 활성화되었다. 인천의 한 종교기관에서 운영된 이 팀은 젊은 맞벌이 부

부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모임에 부모교육의 취지를 소개하고 종교활동을 마친 일

요일, 혹은 토요일에 종교기관에서 부모교육을 5주간 진행하였다.

이 팀의 특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부모들과 달리 부모교육의 참가자들 간

에 사전에 긴 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지역 종교기관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은 인천 소재 어린이 선교원으로 영

유아 부모 4쌍뿐 아니라 임신한 예비 부모 2쌍도 함께 교육에 참가하였다. 또한 

최초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들도 청강 형식으로 동참하여 화기 애애하게 서

로 격려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관은 어린이 선교원으로 개신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부부들이 공동육아를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자녀를 돌볼 교역자를 세워 자녀를 공동으로 보육하고 있

는 곳이었다. 평소에도 구성원들 간에 개인 가정사를 솔직히 털오놓는 분위기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표 Ⅳ-3-1  지역 종교기관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부모의 향력과 가정 정체성

2회차 fun, fun 놀아보자! (자녀동반)

3회차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4회차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5회차 가족캠프(가족동반)

1) 회차별 진행 내용

가) 1회차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를 회상하고 이에 대해 나누었다. 원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결속하는 ‘끈’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으며 지금 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기능 (결속, 사랑, 인도, 파송)을 이해하고 삶의 적용함으로써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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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고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2분간 부부가 서로 바라보기>과제를 통해 가족

들의 정서를 서로 읽고 공감하는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마

다 눈물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7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된 부부가 서로 눈을 바라보며 ‘고마웠던 기억, 미안한 일’

을 나누는 과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오직 아이에

게만 집중하고 남편에게 등한시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할 때 모든 참여자가 함

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강의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2회차

2회차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본 회차는 강의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자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

다. 다양한 가족 놀이를 통해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례놀이를 통해 가족결속을 도모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녀

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2회차 fun, fun 놀아보자! (자녀동반)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어 더

욱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며 선교원 공동체의 소문을 통해 장년들도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로 운영 

기관에서 해마다 부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 3회차

3회차에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단계를 알고 

갈등 해결법을 익힐 수 있다. 친 감을 키우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아버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운영이 기반이었지만 다

양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토론이 동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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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과제로 일주일간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호보완>할 내용을 생각해오는 

과제를 통해 <3회차-신통방통한 의사소통>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버지교실과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같

은 주제의 강의와 토의를 하지만 결과는 부부가 함께 참여했을 때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아버지 교육일지라도 해당 내용은 부부가, 혹

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 4회차

자녀의 바른 이해와 생애주기별 양육태도 생각하기, 내적 표상의 형성 (자기상

의 형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에 따른 훈육방법 익히기, 아이의 감정을 

코칭하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마) 5회차

5회차는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5회차의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부부의 정서적 안정,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자녀와 함

께 함으로써 부부의 안정된 결속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

다.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발견함으로써 범본교육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다. 세족

예식을 통한 부부 결속, 가족 공감대통의 실천적 경험을 할 수 있다.

2)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부부팀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매우 원만하고 안정된 정서의 가정에서 자람
 부모의 긍정적 향력에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부부관계의 
결속에 좋은 향을 끼치고 있음. 

∙아내
 자녀를 7년 만에 얻어서 부부문제보다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 됨. 
최근 엄격한 유치원 선생님에 한 거부감으로 아이의 유치원 등
원문제로 많이 힘들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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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팀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2회차

∙남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아주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 주변 지
인들을 초 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함.

∙아내
 가정에서 한정된 놀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와 정서를 교
감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놀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음.

3회차

∙남편
 부부간 서로 바로보기를 하면서 직업의 특수한 상황속에 가족들에
게 온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한 미안한 맘을 표현함. 

∙아내
 부부간 서로 바라보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이에게 집중
한 관계로 제 로 뒷바라지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함. 참여
자 모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음.

4회차

∙남편
 상호보완적 부부관계에 한 나눔에서 사역에 한 세심한 부분까
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편임. 자신은 아내에게 보완해야
할 것은 좀 더 사역의 특수성에 한인식을 내려놓고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줘야 하겠다고 함.

∙아내
 몸이 불편하여 불참

5회차

∙남편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줘야하는 상
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함. 특히 자녀 중심에서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됨.

∙아내
 늦게 얻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부부가 집중했던 것을 
내려 놓는 기회가 되었다. 좀더 부부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평소에 부부세미나 같은 교양강좌에 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특
히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상태여서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기회가 더 없어질 것 같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했다.

∙아내
 남편에게 참여하자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참여하자고 제안을 해
와 너무 기뻤다.

 가정의 정체성에 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의미있다 함. 

2회차
∙남편
 놀이감을 만드는 과정에 강사의 시범을 동 상으로 촬 하는 적극
적인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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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팀3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아내
 임신 중이라 심한 움직임을 할 수 없어 참관함

3회차 가정사정으로 불참

4회차

∙남편
 상호보완적인 부부를 나눌 때 자신이 많이 게으르다고 표현함(아내
는 아니라고 남편을 위로함) 그런데 아내가 집안 분위기를 잘 만들
어 주고 있다고 함.

∙아내
 아이를 잉태한 후로는 입듯이 심해서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
다.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잘 챙겨먹고 자신(아내)도 잘 챙겨주는 
편이다. 항상 따뜻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5회차

∙남편
 부부갈등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다투면 냉전이 좀 오래가
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갈등해결법을 익히고 실제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에 실천할 기회가 있어 했더니 우선 내가 마음이 넉
넉해지며 너무 기분 좋게 해결이 되었다고 고백함.

∙아내
 무엇보다 결혼에 한 막연했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부부결속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문화를 자녀 중심에 부부중심으로 바꾸
라고 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좋은 가정 문화를 세울 수 있
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쁘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향력은 긍정적인 것이 많고 부정적인 향력은 성
격이 좀 급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내가 많이 조절을 해주고 있다.

∙아내
 비교적 원만한 가정에서 부모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것 같다.
 참여 동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정말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
을까하는 걱정이 큰데 마침 좋은 프로그램을 지인이 소개하여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함.

2회차

∙남편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내
 놀이 감을 섬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감

3회차

∙남편
 서로 마주바라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내에게 급한 결정이나 
행동을 조근조근 설득하여 챙겨주는 아내가 고맙다고 말함

∙아내
 가끔은 남편의 행동에 한 실망감에 욱하는 성격 탓으로 얼굴을 
붉히는 것에 한 미안함과 항상 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에 감
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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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부팀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4회차

∙남편
 상호보완이 필요한 부부간의 역할에서 조급증 플랜 로 움직여지
지 않으면 감정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 욱하는 반응, 남편이 잘 정
리하고 감정조절을 해준다. 연애할 때도 ‘아이 메시지’를 사용 함. 

∙남편
 가정에서의 정리가 안 되는 습관은 물건제자리두기, 불끄기를 못하
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을 앞세우고 수습이 잘 안되
는데 아내가 잘 참아주고 지켜봐 주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다.

5회차

∙남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부부간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서
로 보완할 수 있는 것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에 너무 감사하다.

∙아내
 자녀 양육 방식에 한 기본적인 인식을 자리 잡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부부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결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한 필요성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었는데 첫 시간 프로그램 참
여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내
 아직까지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남편이나 본인이나 
프로그램에 한 간절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여해보려고 
한다.

2회차

∙남편
 놀이는 주로 남편이 딸 지유와 함께하는 편임.
아버지가 아주 능숙하게 놀이감을 만들어 줌
∙아내
 아빠와 딸보다 오히려 엄마가 놀이감을 만드는 것에 더 즐거워 함.

3회차

∙남편
 부부간 서로 눈 바라보기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결혼생활
의 모든 것을 표현해주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함. 미안한 것
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함 

∙아내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끝까지 부부가 눈을 바라 봄. 미안한 것은 
부부갈등이 있을 때 회복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남편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함. 

4회차 집안 사정으로 불참

5회차

∙남편
 집안 사정으로 결석한 것이 너무 아쉽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또다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함.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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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부팀5

∙아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강사님이 결혼에 
한 인식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결단했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남편의 가정환경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으로 정서의 차이로 
인한 결혼 초기의 어려움이 있었음. 

∙아내
 자라온 원가족의 가정환경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환경이었
음을 고백하며 감정을 울음으로 표현함.

 남편이 부모 긍정적 향력을 물려받은 것에 한 존경하는 마음
이 있음.

2회차

∙남편
 놀이감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아내와 함께 즐김
∙아내
 태아의 출산을 기 하며 놀이 프로그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3회차

∙남편
 늘 아내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아내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편임. 최근 아내 사업의 법적소송관계로 힘들어 하
는 아내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임

∙아내
 부부간 서로 2분간 눈 바라보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
지 못함.

 매사에 까칠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자신을 항상 따뜻하게 맞
아주는 것에 한 감사의 표시.

 의사소통을 비교적 잘되고 있음. 부분 남편이 받아주는 편임. 

4회차

∙남편
 상호보완점을 나누는 과정에 남편의 성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남편
과 아내의 자라온 환경은 많이 차이가 나서 결혼 초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아내가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임. 
 남편이 원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향력을 물려받음, 아내에 한 배
려하는 마음이 크다.

∙아내
 자라온 가정 환경이 자신에게 늘 부정적인 면을 보이게 되는 것에 

한 상처가 있음.
 그런 부분을 말할 때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림.
 그런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봐주는 남편에 한 고마움이 크다고 함 

5회차

∙남편
 너무 좋은 경험이 었다. 결혼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말
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좋은 롤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호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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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부팀6

∙아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녀양육 문제에 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좀 빠른 결혼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
다. 다행히 원부모와 가족들의 좋은 향력이 있어 나름 행복한 가
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
 아이들이 없을 때의 결혼생활은 퍼펙트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그
러나 아이가 생기면서 남편에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조
금 힘든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모두 해결되었다. 

2회차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놀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빠는 큰 아
이와 함께 놀이함

∙아내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놀이하는 것에 한 분위기가 익숙하
게 보 다.

3회차

∙남편
 부부간 서로 눈 바라보기 프로그램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진 
시간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경험이 없는데도 육아를 너무 
잘 해주는 것에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함.

∙아내
 한번만 말하면 곧바로 실천하고 아내가 원하는 로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에 존경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함

4회차

∙남편
 부부간 서로 상호보완 해주어야 할 것에 해 오히려 아내가 작은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 본인이 직접 챙기는 편이라고 함

∙아내
 아이가 생기면서 남편이 어린 아이를 성인을 훈계하듯 하는 모습
에 너무 놀라 갈등이 생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남편을 설득했더니 잘 받아 들여 줌. 그런 남
편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표현

5회차

∙남편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강의보다 나눔을 통하
여 다른 가족들의 상황을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가족
들끼리 서로 눈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꼈다. 
앞으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함 

∙아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남편 말처럼 일방적인 강의보다 강의 내
용에 맞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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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전체 구성원이 비교적 젊은 부부들로 이루어져 참여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다

른 아버지교실 구성원들과 달리 부부가 참여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특히 젊

은 부부들로 매우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구성원들이 공감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부부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2분간 부부가 서로 바라보기>과제를 통해 가족

들의 정서를 서로 읽고 공감하는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마

다 눈물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7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된 부부가 서로 눈을 바라보며 ‘고마웠던 기억, 미안한 

일’을 나누는 과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오직 아

이에게만 집중하고 남편에게 등한시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할 때 모든 참여

자가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강의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부부참여의 장점이 최대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3회차 과제로 일주일간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호보완>할 내용을 미리 준

비해 오는 과제를 통하여 <3회차-신통방통한 의사소통>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버지교실과 부부가 함께 하는 프

로그램의 운영은 같은 주제의 강의와 토의를 하지만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

도의 교육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4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가.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지역 종교기관 기반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어린

이 선교원의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선교원의 

특성상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부모들이 좀더 친 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만 주말에 진행된 지역 종교기관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팀과는 달리 사전

에 미리 모임이 형성된 그룹은 아니며 기관의 안내를 통해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

는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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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1) 회차별 진행 내용

표 Ⅳ-4-1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부모의 향력과 가정 정체성

2회차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3회차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4회차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5회차 가족캠프

※ 자세한 프로그램 운  내용은 부록 참조

가) 부부팀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아버지에 한 긍정적 경험이 없어 장인 어른에 한 존경심이 높
다고 함.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에 한 기 가 높음

∙아내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비해 아이들과 충돌이 심하여 늘 나쁜 엄마
라는 생각에 때로는 힘이 들다고 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
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함.

2회차

∙남편
 두 아들의 아빠여서 인지 전례놀이 시간에 놀아주는 모습이 익숙
하게 보임

∙아내
 항상 아빠와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오늘 프로그램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좋은 느낌이라고 함. 

3회차

∙남편
 부분의 부부 화를 자녀의 교육문제와 휴 폰 사용문제로 갈등
이 있을 때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고,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자신이 
조금 생긴다고 함.

∙아내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 체로 서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편이고 
화는 결국 자녀의 문제로 시작하게 된다고 함. 

4회차

∙남편
 아내와 2분간 시선마주 하기 에서 좀 더 아내에게 집중해야 하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함. 

∙아내
 의식적으로 남편과 서로 눈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
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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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팀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5회차

∙남편
 솔직히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하는 것이나 아들들이라 가끔 축구를 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번 교
육을 통하여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게 되어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아내
 자녀중심 가정문화를 부부중심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공감했으며 좀 더 부부의 화를 늘려야 하겠다고 결단하 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부모에게서부터 물림 향력에 한 강의를 듣고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교적 선친으로부터 좋은 향력
을 물려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아내
 첫 시간 강의를 통해 남편의 가정에 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향력이 흘러 내려가기를 기 하게 되었다고 함

2회차

∙남편
 부부가 교사여서 비교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놀아 주는 방법을 잘 몰랐으나 다양한 전례놀이를 통
해 가정에 접목하여 아이들과 놀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함.

∙아내
 성격상 활동적인 놀이를 하지 못했는데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함

3회차

4회차

∙남편
 3번째 만남에 함께 하지 못해 <신통방통한 의사소통>에 한 교육 
자료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아내
 교사의 신분으로 자녀교육 문제로 나름 많이 힘들어했다고 눈물을 
보이며 고백함. 특히 자녀의 훈계에 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의에
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함.

5회차

∙남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교사로서 자녀교육에 한 부담이 매우 
컸고 다른 부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든 것이 오히
려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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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팀3

라) 부부팀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맞벌이 부부로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기를 
참 잘 했다고, 자녀 교육문제에 있어 어려운 일은 피하는 경향으로 
부부가 갈등하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참여소
감을 말함.

∙아내
 신앙생활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가정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
늘 강의를 통해 가정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고 함.

2회차

∙남편
 두 아들이 있어 아내는 늘 소외되었는데 오늘 전례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어 참 좋았다고 함.

∙아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놀랐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함. 

3회차

∙남편
 귀찮고 힘든 일은 피해가는 성향으로 아내에게 힘든 일을 떠맡기
는 경향이 있어 가끔 갈등이 있다고 함. 아내의 입장을 좀 더 이해
하려 노력하겠다고 함.

∙아내
 남편이 자신의 단점으로 부부가 힘들어 한 것을 고백할 때 눈물
을 보임. 2분간 시선마주 하기할 때 눈물을 많이 보이며 감정을 
쏟아냄.

4회차

5회차

∙남편
 적극적인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고 
앞으로 강사님 말씀 로 자녀교육 차원에서도 부부가 먼저 사랑한
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다고 함

∙아내
 네 번의 만남이 있는 동안에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특히 아침 마다 남편이 온 가족을 모두 안아는 주는 것이 분위기
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이 프로그램에 최고 수혜자라고 생각
한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아버지에게 받은 향력에 한 강의를 듣는 내내 정서적으로 내
게 끼친 향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밀려왔다고 했다. 너
무 조용하신 아버지로만 기억되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면에서 두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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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부팀5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아내
 5남매의 둘째 딸로 태어나 늘 부모님에게 관심 밖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다. 그런 상처가 남편은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부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면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했다. 

2회차

∙남편
 여섯 살 아이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모습이다. 아이와 함께 하
는 놀이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내
 가족과 함께 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매
우 만족하다고 한다.

3회차

∙남편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내에게 잠재된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며 가급적인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어는 삼갈 수 있
을 것 같다고 한다.

∙아내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남편도 나도 가지고 있
는 상처가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는데 이번 교육 
참여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4회차

∙남편
 아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에 한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
는 것을 알았다. 특히 휴 폰 사용에 한 생각의 차이가 크다. 오
늘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내
 강사님이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라’는 말씀에 많이 반성했다고 한
다. 사소한 말 한 마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의식하고 해야 하겠다
고 생각했다.

5회차

∙남편
 가정생활에 소극적이었던 나를 발견한 것이 이번 교육에 큰 결실
이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내
 전부는 아니지만 가족 간의 소통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 기회가 되었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남편
 프로축구구단에서 일하고 있어 가정에 늘 소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작정하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기회 다.

∙아내
 일주일이면 2,3일은 현장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남편이 스스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 만으로 기쁘다. 여성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는 부모의 향력에 해 의미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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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교기관 평일 야간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참석부모들이 모두 만6세 아동들 부모들로 구성되어 동일한 시기를 공통적으로 겪

다보니 교육 내용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난 면을 보였다. 같은 연령의 자녀와 관련한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상호간 수평적으로 공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부모의 연령

이 거의 같은 연배여서 경험중심의 나눔과 소통에는 약한 면을 보이는 단점도 있었다.

기존의 모임 자체에 아버지교육이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고 팀의 분위기를 주

도하는 리더가 있어 팀구성에서 운영까지 원활할 수 있었고 단지 아쉬운 것은 프

로그램 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참여자 모두 주말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주

중에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회차

∙남편
 직업의 특성이 있어 자녀와의 놀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다. 팀 전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

∙아내
 가급적 집을 많이 비우는 남편에게 아이와 놀아줄 기회를 주려는 
모습을 보 다. ‘맨날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하고 한다.

3회차

∙남편
 신통방통한 의사소통을 통해 항상 부부의 화를 자신의 생각 로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해왔음을 인지하게 되었단다.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좀 더 아내를 배려하겠다고 했다. 

∙아내
 항상 남편이 주도하는 화에 늘 소극적으로 해왔다고 좀 더 적
극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해야 하겠다고 했다. 

4회차

∙남편
 자녀 교육 문제는 그 동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잘 
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에 한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강
사님의 말에 공감하며 아내와 좀 더 깊이 있게 공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다.

∙아내
 자녀 교육 문제로 늘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부부
중심으로 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니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5회차

∙남편
 늘 직장을 핑계삼아 아내와 자녀 문제에 해 소홀했던 것을 발견
하는 기회 다. 연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참여자 간의 토론을 하는 강의방식이 너무 
좋았다고 했다. 

∙아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 스스로 좀 더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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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적 물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구

할 수 있어서 다섯 번의 만남, 그것도 주중 프로그램 진행인데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되었다.

다른 기관에서는 팀의 리더를 따로 없었으나 이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존 선

교원의 아버지모임의 리더가 팀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리더 역할을 해줌으로

써 적극적인 참여와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롤모델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후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 시 팀리더를 선정하는 것이 전체 운영에 효과를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5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가.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지역의 유치원에서 주말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짧은 시간 강의를 제공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의 육아 거점으로 부

모들이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긍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이 팀은 경기도 고양시

의 대형 사립 유치원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총 24명이다. 

총 12쌍의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2차례

이며 3차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참여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었다. 부모 중 

한 명이 참여한 회기에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 팀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만 참여하는 회기에도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시간 동

안 유치원에서 돌봄이 제공되었다.

나.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지역의 유치원에서 주말에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짧은 시간 강의를 제공하

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의 육아 거점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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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이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긍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였다. 이 팀은 경기도 고양시

의 대형 사립 유치원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 인원은 총 24명이다. 

총 12쌍의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부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2차례

이며 3차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참여하여 부모교육이 실시되었다. 부모 중 

한 명이 참여한 회기에는 가능하면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 팀 역시 아버지나 어머니만 참여하는 회기에도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시간 동

안 유치원에서 돌봄이 제공되었다. 

1) 회차별 진행 내용

표 Ⅳ-5-1  지역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부모의 향력과 가정 정체성

2회차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3회차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4회차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5회차 가족캠프

※ 자세한 프로그램 운  내용은 부록 참조

가) 1회차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를 회상하고 이에 대해 나누었다. 원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결속하는 ‘끈’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으며 지금 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기능 (결속, 사랑, 인도, 파송)을 이해하고 삶의 적용함으로써 잘

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고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나) 2회차

4회차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본 회차는 강의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자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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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가족 놀이를 통해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례놀이를 통해 가족결속을 도모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녀

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다) 3회차

2회차에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단계를 알고 

갈등 해결법을 익힐 수 있다. 친 감을 키우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아버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운영이 기반이었지만 다

양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토론이 동반되었다.

라) 4회차

자녀의 바른 이해와 생애주기별 양육태도 생각하기, 내적 표상의 형성 (자기상

의 형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에 따른 훈육방법 익히기, 아이의 감정을 

코칭하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마) 5회차

5회차는 원래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들의 개인 일정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하여 다른 회차와 마찬가지로 아버

지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5회차의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부부의 정서적 안정,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자녀와 함

께 함으로써 부부의 안정된 결속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

다.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발견함으로써 범본교육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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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부부팀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민준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해
부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음. 
민준이가 화를 내면 물건을 던지고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 처음
에는 소리를 지르고 또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자
제하고 있다.
아이의 정서적 불안이 주말에도 출근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 주지 못
해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 마음이 아프다고 함. 
아내와 함께 참여하 다가 아내 중도에 퇴실함

2회차 1주차는 소극적으로 참여하 으나 2주차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3회차

아이 태도에 한 이해가 먼저 라는 것을 깨달았고 훈계를 하는 방
법을 익힐 수 있어 좋았다고 함.
아이 훈육 방법을 아내와 공유하여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함.

4회차
4주차 놀이시간이 많이 기다려졌다고 한다. 평소 주말에도 출근하
는 관계로 아이와 함께 놀아 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오늘 마음 껏 
놀아 줘서 너무 기쁘다고 함

5회차

처음에는 아내의 강요에 떠밀려서 참여하여 1주차는 반신반의하며 
포기할 기회만 보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에 고맙다

나) 부부팀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내의 반강제적인 참여 독려로 참여하게 되었음.
보통의 아버지들의 생각처럼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엄마가 하는 것
이라는 생각으로 일관해옴.
의외로 ‘아버지는 향력입니다.’라는 강의주제에 작은 충격으로 다
가옴. 아버지에 한 좋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음.

2회차
여자아이지만 비교적 잘 놀아주는 편임. 오히려 아이가 나를 리더하
며 소꿉놀이를 하기를 좋아해 자주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음.

3회차
갈등해소법에 한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음.
부부갈등이 거의 없는데 오늘 지나친 부부의 무관심 때문인지는 아
닌지 생각하게 되었음

4회차 자녀 교육문제는 거의 아내에게 맡겨온 편임.

5회차
전체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 했다고 판단함. 아
이들의 꿈을 찾아 주는 방법에 한 명쾌한 강의에 감동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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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팀3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다섯 살, 두 살.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권위적인 아버지로 변
함, 화를 많이 냄, 속상함이 다그치는 편임, 아파도 아버지 눈치, 부
모 둘 다 미술이 전공하지만 자녀는 미술을 안했으면 좋겠다. 육아
는 주말에만 한다. 가급적 자녀와 놀아주려고 노력함

2회차
딸과 아주 즐겁게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임.
한 시도 아이가 아빠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음

3회차

2주 연속조기 귀가를 하여 가족들에게 아버지교실 참여의 효과가 
제 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특히 아내와의 스킨십이 증가하여 아
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했다. 가족들이 줄을 서서 안아주기를 기다
리는 정도하고 한다.

4회차
예체능으로 성장발달을 원하는 부모의 바램이 자칫 아이들에게 지
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내함.   

5회차
부모의 자녀에 한 정체성 확립에 한 강의내용에 매우 공감하며 
특히 꿈을 자녀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서 찾
는다는 말에 절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라) 부부팀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주말에 주로 육아, 양면적 가정가사
아이와 거리, 엄마만 찾음, 아이들과 소통방법
공동육아 주말, 직장과 집 거리가 멀다.
11월말 둘째 탄생

2회차
매우 꼼꼼하게 놀이기구를 만드는 모습을 모임
자녀가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에 미소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3회차

가족결속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부부결속이 먼저 선행
되면 아이들과는 절로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평소에도 포옹하
기 스킨십을 잘 하는 편인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안아주기 방법을 제

로 알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함.

4회차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편이며 어린나이에도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전달하는 딸에 한 애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낀다. 매회 일찍 참
여하는 모습을 보임

5회차

마) 부부팀5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자발적으로 참여. 동생은 딸. 아버지로서의 포지션닝의 필요성을 강
하게 느낌. 아버지를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나
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전혀 싫은 소리를 안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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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부팀6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이를 많이 때림. 혼날 때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함.
심리치료, 밖에서는 밝고 이쁘게 행동하지만 집에서는 힘들어 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5주차 전체 참여자 중에서 가장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함. 

사) 부부팀7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결혼을 늦게 함, 예원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음
늦게 예원이를 봄. 연기자로 활동. 엄마는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다. 월~금 할머니가 양육
모든 다툼 후에는 반드시 사과를 하도록 교육시킴.
부부싸움 후에도 반드시 서로 사과를 하는 문화를 만듬. 예원이가 
판단할 경우가 있다. 아이와 부부가 함께 잔다.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아) 부부팀8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자녀에게 분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웠다.
육아는 거의 아내가 하는 편임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참여자 중 연장자, 아내와 작은 딸이 참여 권유.  
23세 장남 군 , 20세 큰 딸
큰 딸과 늦둥이 딸의 양육태도가 너무 다르다.
큰 딸에 한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을 적심. 

2회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세 자녀 중에 성인이 된 둘째 딸에 한 미
안한 감정이 너무 크게 다가와 마음이 무겁다고, 늦둥이 막내로 인
하여 큰 딸 아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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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부팀9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빠를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유치원
예체능쪽에 교육을 시키는 편이다. 이유는 부모가 그런 쪽에 약하
다. 창의력과 예술적인 감성이 생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차) 부부팀10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버지에 한 기억이 없음, 태아 때부터 육아에 신경을 썼다.
직장생활보다 육아에 더 집중, 자녀교육에 한 아내의 조급증으로 
부부갈등, 

2회차 자녀와 아주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함. 규리가 매우 적극적인 아이임. 

3회차

4회차

5회차

카) 부부팀1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3회차 결석

4회차
두 아이들이 실수하면 아빠 눈치를 많이 봄, 아파도 아프다고 자신
의 감정을 속임

5회차 부부가 함께 참여함. 아내도 어머니학교에 꼭 다녔으면 좋겠다고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내가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참여하기를 원했다. 
7세 리 이와 3세 딸, 동생의 탄생 이후 리 의 변화가 안쓰럽다. 
큰 아이에게 혼을 많이 낸다. 양육방법에 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부부 화는 비교적 소통이 잘 된다.  

2회차
1주차를 마치고 가족들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
다고 한다. 가족들과 빠짐없이 스킨십을 하고 나서 큰 성취감을 느
꼈다고 한다. 

3회차

4회차

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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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부팀1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맞벌이, 아이에 한 미안함이 많다. 아내가 외국을 자주 나가는 관
계로 아이에 한 애착중심의 혼란.
아내 승무원으로 쉬는 날 양육, 본인 주말, 평일 할머니, 아이육아에 

한 아내와의 동일한 가치관 확립기 . 부부의 다툼이 주로 아이문
제로 많다. 

2회차
아이와의 놀이 시간에 가장 적극적인 몸동작으로 아이를 만족시키
려는 모습을 보임.

3회차
아내의 직업특성상(비행기승무원) 스킨십이 어렵지만 가족결속을 위
해 안아주기 시작했다. 아내도 동의하고 엄마를 안아주는 아빠를 보
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함

4회차

내 아이 이력서 강의를 듣고 주애착자의 역할에 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함.
일주일의 4일을 외할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것에 한 
걱정으로 집중하여 경청함.

5회차

평소에 자녀에게 부부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 하고 아내를 많
이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5주 내내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참여
를 함. 

다.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사립유치원에서 맞벌이 부모들이 주말에 매주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5주를 연속으로 부모가 주말마다 유치원으로 출석하

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며 자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주말에 부모교육을 위

해 사용하기 좋은 장소라고 보여진다.

비교적 주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유치원으로 운영자가 부모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아내와 유치

원생 자녀의 권유로 참여하여 초기에는 소극적인 참여 모습이었으나 1회 프로그

램 이후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한 후 토의 내용을 토대

로 강의를 하였으며 강의 후 반복하여 토의를 통한 결단과 과제물을 이용하여 주

제내용을 효과를 높였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 질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요구

하는 내용으로 특히 자녀 교육 문제로 늘 존재하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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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느낀다. 부분적으로 부부와,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가급적 

부부가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프로

그램의 주제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도 참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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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운영

맞벌이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팀

의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이다. 

첫째,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아버지보다는 가능한 기

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을 최소 5회기 이상 실시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가능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한 부모들이 이후에도 

자조모임의 형태로 모임이 지속되도록 노력한다.

넷째, 캠핑장에서 실시하는 아버지교육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2017년 여성가족

부 수탁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내용을 활용하

여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원칙 아래 모두 다섯 개의 시범사업 팀이 구성되었다.

표 Ⅴ-1-1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구성 운 주기 인원

1 캠핑장에서 함께하는 유아 아버지 교육 월 2회 6

2 지역사회 기반 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 월 2회 5

3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의 아버지 교육 주 1회 14

4 전일제 학원 아버지 평일 야간 주 1회 6

5 유치원 기반 주말 아버지 교육 주 1회 6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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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핑장 아버지 교육

자녀를 동반하고 캠핑장을 찾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늘고 있다. 바쁜 직장 생활

을 뒤로하고 주말에 야외에 나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 

캠핑장 아버지 교육은 자주 캠핑장을 찾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캠핑에서 보다 

알차게 자녀와, 그리고 부부간에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캠핑장을 활용

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캠핑장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캠핑장에서 이루어진 아버지교육은 5회 이상의 시기를 연속적으로 참여하기 위

하여 특정한 캠핑장에서 고정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캠핑장을 찾아다니는 팀

을 선정하고 부모교육 운영진이 캠핑 팀과 함께 동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경상

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졌다.

캠핑장의 아버지교육 팀은 평소에 팀을 이루어 매월 2회 정도 캠핑장을 찾는 

40대 중반 아버지들의 모임을 소개받아 부모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캠핑장 아버

지 부모교육 팀은 캠핑에 적극적인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사

는 이웃, 학교 동창, 그리고 친구의 친구 등이 팀을 이루고 있었다. 원래는 가족들

과 함께 캠핑을 가곤 했으나 매번 캠핑을 함께 나서기를 꺼려하는 어머니들이 자

연스럽게 빠지며 주로 아버지들이 초등 이하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다니게 되

었다고 한다.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예를 들면 젖먹이), 혹은 중학교 이상이 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들과 함께 집에 남게 되었다고 한다.

주말을 자녀들과 야외에서 함께 지내는 아버지들은 다양한 야외 활동을 자녀와 

함께할 것이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이 야외에 나와서 자연을 벗삼아 노

는 시간은 잠시이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어가며 아버지들도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부모교육 시범사업 제안에 응하

게 되었다.

캠핑장에서 이루어진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주로 아버

지들이 참여하였으나 부부가 함께 캠핑에 온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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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마지막 모임에는 모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표 Ⅴ-1-2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맞벌이 여부

1 회사원 충북 43 맞벌이

2 회사원 서울 43 외벌이

3 회사원 충북 39 외벌이

4 의사 경기 43 외벌이

5 업체 표 서울 40 외벌이

6 교사 서울 42 맞벌이

나. 캠핑장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캠핑장에서 실시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시범사업은 캠핑을 다니는 아버지 팀

을 따라 이동식으로 운영하였기에 매번 부모교육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뀌었다. 

강사진은 연구진,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연구협력진, 역시 유아교육 전공 숲

활동 전문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장인 아동복지과 교수, 부부 마사지 

전문가 등이 부모의 필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한 주제에 따라 초빙되어 부모님

의 캠핑장을 동행해 이루어졌다.

표 Ⅴ-1-3  캠핑장에서 실시하는 아버지 교육 회차별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장소

1회차 모임의 취지 및 부모교육 소개 경북 캠핑장

2회차 숲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목공 놀이 강원 캠핑장

3회차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학  예방 활동 경북 캠핑장

4회차 화성남자 금성여자 강원 팬션

5회차 부부 마사지와 지압 충남 팬션

1) 1회차

가정에서 부부 간의 양육 및 가사 분담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양

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 등은 분담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어

머니 입장에서도 자녀 교육의 문제는 어머니가 주도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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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캠핑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편

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야외에서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고, 신생

아등 영영아의 경우에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또 중학교 이상 

자녀들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로 초등생 이하 자녀들이 동행한다고 보

고하였다.

한편 캠핑 외에 주중에는 업무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어

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원가정 아버지와 현재의 나의 아버지 역할을 비교하여 어떤 참여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엄하셔서 자녀에게는 친구같은, 평등한 관계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음을 

밝혔다. 한편 다른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은 힘쓰는 것, 바깥일이 주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님들께 사전 설문지 작성과 함께 2017년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연구소가 

개발한 부모교육 매뉴얼 10권 아버지 편을 활용하여 약 30분간 아버지 교육을 실

시하였다. 추후 주제와 관련하여 한 참가자가 충북알프스 휴양림에서 캠핑시 목

공 교실이 있어서 자녀와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고 제안해 다음 모임

에서는 목공놀이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2) 2회차

강사 소개, 프로그램 전체 소개, 아동의 신체활동, 숲속의 보물찾기, 목공기초

(별만들기), 캠핑 노하우 알려주기, 목공 놀이(아버지와 함께 비행기 만들기), 강

사와 아버지와의 공유시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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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캠핑장에서 실시하는 목공 놀이

프로그램 도입은 아동의 신체활동(그네 3종류 만들어 타기, 나무 올라타기)으로 

시작하였다. 숲속의 보물찾기는 캠핑장 주변에 자연물들을 구해와 각 동식물의 

이름을 알려주고 숲속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목공

기초는 간단한 톱질, 망치질, 안전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이를 습

득한 후에 나무와 못 실로 간단한 실만들기를 실시하였다. 강사가 아버지들에게 

캠핑시 유의사항 캠핑에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매듭을 가르쳐주었다. 한편 아버지

와 비행기 만들기는 아동이 비행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도와서 비행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버지와의 공유 시간에 나온 아버지들은 강사분이 열심히 진행하였는데 텐트 

만들기, 식사 만들기 등 캠핑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편 다른 아버지는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을 잘 알고 오지 못해 

아쉬웠다고 보고했다. 목공에 제일 열심히 참여한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목공

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였고 평소에 다른 활동 등도 열

심히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보게 되지 자랑스러웠음을 표했다. 

전반적으로 음식만들기 텐트 만들기 등과 동시에 부모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시간이 많지 못했다. 아동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버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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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캠핑 준비로 다소 부산한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길어지며 아이들의 집중도도 

낮아지는 점이 있었다.

3) 3회차

지금껏 아버지들만 참여하던 부모교육에 2쌍은 처음으로 부부가 캠핑장 부모교

육에 동참하였다. 대학의 교수이며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지내고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평상시 자신의 

돌봄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기관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에 대

한 불안감보다는 관심과 상호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 자녀뿐 아니

라 이웃의 자녀들이 학대의 환경에 처하지 않았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을 역설하였다. 

한편 자연스러운 상담을 통해 자녀 문제에 대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토론하였다.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임에도 부부가 함께 참여해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다.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적은 것은 아버지의 소극

성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의 참여를 가로막는 점도 있음이 이야기 

되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깨닫고 상호간에 의사소

통의 필요성을 나누었다. 

4) 4회차

3회차에 이어 2쌍의 부부가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캠핑장 부모교육에 동참하였

다. 2017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함께하는 부모, 아버지교육 참여에 대한 자녀의 영향, 화목한 가족의 필요성, 화

성남자, 금성여자를 강의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매뉴얼 활동지 

(12—1-1, 12-1-2)를 활용하여 기본욕구유형 체크리스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

사를 실시한 후 기본욕구유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욕

구유형 결과를 비교하였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서로 부부간에 남편(아내)이 싫어

하는 행동 5가지, 좋아하는 행동 5가지 작성하고 이를 과제삼아 다음 회차까지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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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외에서 실시하던 것과 달리 추워진 날씨 때문에 팬션을 이용하였고 

팬션의 회의 공간을 사용하여 강의식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5) 5회차

5회차 역시 아버지뿐 아닌 어머니도 함께 참여하는 캠핑장 교육을 실시하였는

데 부부가 함께하는 캠핑장 부모교육을 위해 팬션에서 진행하였다. 부부간의 친

도를 늘이기 위한 활동으로 부모들의 제안에 따라 부부간의 친 도를 높이기 

위한 마사지 및 지압 활동 실시하였다. 강사는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 체형을 바르

게 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였으며 부부간의 마사지 실시하며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제공하여 부부간에 서로 어색해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마사지를 도우며 원가정 부모

와의 관계, 직장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서로 다른 역할과 이에 따른 가족의 배려, 

캠핑을 주로 아버지만 참여하는 데 따른 어려움 및 아쉬운 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부모의 역할과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서 깊은 대

화를 나눌 수 있었다.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부간 친 감 증진 활동을 통해 부부가 자연스럽

게 스킨쉽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상황 및 증상에 따른 다양한 지압 동

작 및 활동을 배움으로써 추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마사지 등을 실시하며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신체 및 정신적 피로에 관하여 나누

게 되고 이해도가 향상 될 수 있었다.

다. 캠핑장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캠핑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강사진이 함께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

다. 다만 장소가 야외이다 보니 강의식 진행에 있어서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

가 있었다. 특히 캠핑장에서는 장소가 사전에 다 갖추어지지 않아 분주한 움직임

이 많아 안정적인 강의 혹은 대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은 부모님과 자녀가 필요에 따라 찾아와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

면 좋을 것 같다. 특히 한 아버지가 휴양림에서 실시하는 목공 교실에 자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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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참여했던 경험을 나눈 것처럼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부모교육은 시범사

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팀을 따라다니며 운영하기보다는 특정한 장소에서 상설 프

로그램으로 펼쳐지면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참여하는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다회 참여하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캠핑장에서 실시하던 교육에 비해서 팬션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은 실내에서 훨

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부부 간의 친 도를 높이기 위한 부부 

마사지 시간에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장해 실시했음에도 아쉬움을 표해 추

후 활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5)

2 지역사회 기반 직장인 아버지 모임

가. 지역사회 기반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의 특징은 특정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아버지의 자발적인 모임이 특징이다. 아버지들이 큰마음을 먹고 많은 시

간을 할애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해 다른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은 부모교육 운영진의 제안에 따라 

평소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적극적이던 파워블로거 아버지의 직장 인근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 4명이 모여 모두 5명의 아버지가 온-오프라인의 인맥을 

통해 결성하게 된 프로젝트 팀이었다. 평소 아빠육아의 진정성과 고충을 SNS를 

통해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명 ‘OO 아빠’에게 연구협력진은 ‘아빠토크’를 

제안하였다. 페이스북 친구일 뿐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연락처도 서로 모르는 관

계였지만, ‘OO 아빠’는 연구협력진이 하고 있는 아버지운동을 관심을 갖고 보아

왔기에 SNS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나누다가 ‘OO 아빠’가 인근의 젊은 아빠들을 

모으겠다고 제안했다. 모임에 참여한 팀원은 모두 5~7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는 

5) 부록 4 부부 마사지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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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다. 

동일한 직장이 아닌 인근 지역의 여러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이 모이다보니 

각자 퇴근 시간이 다르고, 퇴근 후에는 또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아버지도 있어서 

모임은 평일 낮 점심 시간을 활용해 갖게 되었다. 또한 각자 직상 스케줄에 따라 

모임 날짜를 정하다보니 규칙적으로 모이기보다는 모임에서 그리고 SNS를 활용

하여 모임 일정과 주제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2주에 한번 꼴로 모임을 갖

게 되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11:30~13:00)에 각자 먹을 샌드위치를 

가지고 ‘OO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표 Ⅴ-2-1  지역사회 기반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맞벌이 여부

1 변호사 서울 36 맞벌이

2 회사원 서울 32 맞벌이

3 회사원 서울 33 맞벌이

4 업체 표 서울 36 맞벌이

5 회사원 서울 30 맞벌이

나. 지역사회 기반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은 아빠들의 육아 및 교육 참여에 있

어 아빠들의 자발성,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시민사회단체인 

(사)함께하는아버지들이 운영을 맡았다. 이 팀은 아버지 참여자를 구성하고 교육

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빠들의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하였다.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획시부터 기존의 부모교육들이 3가지 측면에

서 아빠들의 자기주도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그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교육을 추진하였다. 

첫째,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많은 교육들이 주로 엄마들에 의

해 인지되어 아내의 권유(종종 강권)에 의해 아빠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어 왔다. 따라서 출발점에서부터 아빠들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교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빠들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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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아니라 아빠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

를 부담없이 나누는 <아빠토크>를 제안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둘째, 기존의 교육들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주종이어서 여간해서 아

빠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첫 시간에 아빠로서의 고충과 

고민을 기탄없이 나누고 5회에 걸쳐 토론하고 나눌 내용의 주제를 스스로 제시하

고 함께 선택하도록 했다. 

셋째,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여성강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들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곤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은 반드시 전문

성과 공감능력을 갖춘 남성강사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Ⅴ-2-2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모임의 취지 및 참가자 소개 향후 일정 조율

2회차 나도 감정코칭 전문가

3회차 내 아이 뇌발달

4회차 내 아이 정서(애착)

5회차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1) 1회차 

아이스 브레이킹, 아빠토크 취지 소개, 진행 방식 안내, 참여동기 및 자기소개, 

팀 이름 짓기, 의제(agenda) 선정의 순서로 약 90분간 진행되었다. 각자가 평소 

아빠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뒤, 앞으로 ‘아빠토크’에서 다

루게 될 의제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다음 시간의 의

제로써 “아이와 2시간동안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가”“아이와의 의사소통, 어떻

게 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 차이”를 선정하였다.

팀원들이 대부분 사전에 모르는 사이이기에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호칭을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걸로 정했다.

2살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버지는 아내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가사노동에 들어

가는 노력을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식사준비를 위한 요리는 안하는 걸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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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 반면 다른 참가자는 식탁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생

각해볼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끼니

를 챙겨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애 등이 소중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현재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서 아이가 성장하면 전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

하는데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모임을 마치며 참가자들에게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책을 나눠주고, 다

음 회차까지 꼭지씩 읽어보고 오기로 하였다.

2) 2회차 

지난 시간 리뷰,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과 (과속스캔들)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대화는 훈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 한 아버지는 

부모의 행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식은 부부간 사

랑의 부산물이라고 모기에 부모가 우선되고 그 다음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그는 또 한편 아이에게 유산은 한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는 최근 들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면서부터 

훈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저 ‘아빠가 기다릴께’모드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아버지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훈육과 동시에 아이

의 감정을 완전히 풀어주는 사후처리의 과정을 그 현장에서 모두 마치는 걸 원칙

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아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이가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

다, 타고난 기질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등의 의견이 나누어졌다. 아이들

은 다양한 기질을 타고 난 것 같다. 따라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타고

난 기질을 잘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들이 제시되었다..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자녀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는 아빠 자신도 흥미로

운 내용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다음 모

임에는 부모의 역할이 다른 지, 아빠로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하며 모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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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에서 읽어본 내용(허삼관)

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모임에 참여한 영유아 아버지들은 아

내와의 교육관 및 가치관 차이가 있어 겪게 되는 고충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

었다. 대화 도중에 모임 참석자들 간에 남녀의 선천적 기질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편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줄 때에는 아이에게 ‘반성의 시간’

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성의 시간’은 아이를 아빠가 안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네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왜 너와 아빠엄마에게 안 좋

은 것인지”를 조근 조근 설명한다. 그리고는 아이를 꼭 안고 아이가 감정을 진정

시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른 아버지는 아이에게는 아빠와 

갖는 ‘반성의 시간’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연구협력진이 훈육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아이의 감정

을 읽어주는 것이고, 그 연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존 

고트만 박사의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4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늘날 아빠들의 역할은 아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공

감하며 마치게 되었다. 다음 시간에 나눌 주제를 아이와의 소통으로 정하고 모임

을 마쳤다.

4) 4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겨울왕국)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한 아버지는 아이의 실수를 보완해주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그 실수로 발생하

는 결과를 감내해보도록 해서 스스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에피소드를 읽

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는 그래도 아이의 실수에 대해 백신을 맞히는 것 못지않게 커버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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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버지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 부성애를 설명한 내용이 인상깊

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랑의 구성요소 중에서 ‘존중’이 중요하다는 대목에 크게 

공감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또한 아내와 달리 내 자신이 부성애에 각별한 노력

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의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아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키우는지와 같은 대세에 따라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 아버지는 아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는, 공동육아 협

동조합을 알아봤고 내년 2월부터 공동육아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동

조합에 들어가기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아이

들 못지않게 부모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았다. 부모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송년모임 컨셉도 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가장 큰 이슈가 사교

육을 일체 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만 이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었

다. 그야말로 대세에 따르는 교육과는 정반대의 방식인데 아내와도 고민하면서 일단

은 이 협동조합의 방식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무튼 기대가 크다. 참여한 아버지들

도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모임은 다음 시간에 내 삶에서 아빠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주제로 정하

고 마무리 되었다.

5) 5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그렇게 아버

지가 된다)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돌봄(care)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임에 공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집안일을 하는 데 아내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에 많은 참여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지인 중에 부부간에 서로의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커플도 있다. 각자가 일

정한 공동생활비만 모으고 각자의 수입은 철저히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다. 

아내가 회사에서 나보다 더 일이 많다. 그래서 육아와 가사를 철저히 분담하고 

있고, 절대량으로 보면 내가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서로의 스케쥴을 구글 캘린더로 확인하면서 분담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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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앰버 칼러로 표시하면 절대로 그 때에는 빠질 수 없는 일이 있으니 당

신이 아이를 맡아달라는 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남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남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자궁의 유무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지금 기술 수

준으로 보면 빠르면 5년내에 인공자궁이 서비스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아내가 매우 쎈 페미니스트이다. 나 역시도 남녀의 비합리적 차별에 반대하고 

있고 아내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협력진이 아버지효과(father effect)에 대해 소개했다. 즉 아버지효과는 남

녀 또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설

명하였다. 가장 큰 차이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도하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화를 통해 처음엔 아내를 좋아한 결과로써 아이를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를 던져주는 

존재가 자식임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5회차의 모임에 대해 간략하지만 총괄적인 평가를 나누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말이라 각기 직장에서 바쁜 일정이 

남아 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기로 하고 모임을 마치게 되었다. 

다. 지역사회 기반 아버지 부모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최근 젊은 아빠들이 육아와 일-가정균형에 대한 고민의 수준이 얕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5회기의 부모교육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들이 전문가와 다름없는 성인

지 수준과 구체적 가정 내 양육 분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양육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사고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임의 형식의 면에서 영유아의 아버지들이 육아를 주제로 자유 담화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참여한 아버지들은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

제와 연관된 유익한 대화로 이어졌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런 대화를 통해

서 아버지들은 함께 공감하고 많은 지지를 얻고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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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에게 모르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실제 힘들어하는 육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많은 아버지들을 

육아를 주제로한 대화의 장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모임에 참여한 젊은 아버지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사고가 개방적이었으며 일방

적인 육아 지침서나 부모교육보다 영유아의 젊은 아버지들이 궁금해 하고, 서로 나

누고 싶어하는 담론이 있으며, 이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목말라하고 있

음을 이번 ‘아빠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임에 참석한 아버지들이 육

아와 가사에 대해 일･가정의 균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모임의 시간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하다보니 시간이 충분치 못해 아쉬

웠다. 이야기가 좀 깊어지려고 하면 끝나고 말아서 저녁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확

보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가.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직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 자녀의 부모들

은 직장어린이집을 통하여 부모교육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령 직장어린이집이 설

치되어 있더라도 아버지를 따라 어린이집을 오는 경우는 드물기에 직장, 특히 중

소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경영자가 아버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아버지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얻는다면 궁극적으로 직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다. 특히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이수 학점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부모교

육에 참여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

요일 오전에 실시하였다. 해당 회사는 8시 30분에 출근하는 회사이나 회사에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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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전부터 조식을 제공하기에 대부분의 부모교육 참석자들도 8시부터 부모교육

을 실시하기를 선호하였다. 특히 영업직 사원들의 경우 외근으로 인해 오후 시간

에 교육을 진행할 경우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오전시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부모교육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로 정하였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회사는 교육을 위한 자체 연수부서를 편성하고 있고 각종 

연수 또는 교육을 위한 공간도 풍부해 부모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아버지들이 비

교적 익숙한 환경에서 부모교육이 운영되었다. 회사 자체의 연수부서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섭외하여 참여하였으나 경영자의 강력한 독려는 한

편으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총14명의 아버지들이 참여하였으나 영업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 일

부는 일정상 참여가 다소 소극적인 점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식 출근 시간보다 

30분 더 이른 아침 8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

기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 중의 일부였다. 

표 Ⅴ-3-1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맞벌이 여부

1 회사원 화성시 32 맞벌이

2 회사원 화성시 38 외벌이

3 회사원 평택시 34 외벌이

4 회사원 오산시 44 외벌이

5 회사원 화성시 33 외벌이

6 회사원 평택시 34 외벌이

7 회사원 화성시 37 외벌이

8 회사원 오산시 32 외벌이

9 회사원 평택시 45 맞벌이

10 회사원 평택시 35 맞벌이

11 회사원 화성시 33 외벌이

12 회사원 화성시 39 외벌이

13 회사원 화성시 33 외벌이

14 회사원 화성시 36 맞벌이

부모교육 시범사업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으나 해당 

기업에서 경영자의 강한 지원으로 원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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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표 Ⅴ-3-2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부모의 향력과 가정 정체성

2회차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3회차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4회차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5회차 가족캠프

※ 자세한 프로그램 운  내용은 부록 참조

1) 1회차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를 회상하고 이에 대해 나누었다. 원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결속하는 ‘끈’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으며 지금 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기능 (결속, 사랑, 인도, 파송)을 이해하고 삶의 적용함으로써 잘

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고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2) 2회차

2회차에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단계를 알고 

갈등 해결법을 익힐 수 있다. 친 감을 키우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아버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운영이 기반이었지만 다

양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토론이 동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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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차

자녀의 바른 이해와 생애주기별 양육태도 생각하기, 내적 표상의 형성 (자기상

의 형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에 따른 훈육방법 익히기, 아이의 감정을 

코칭하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4) 4회차

4회차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본 회차는 강의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자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

다. 다양한 가족 놀이를 통해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례놀이를 통해 가족결속을 도모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녀

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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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회차

5회차는 원래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들의 개인 일정과, 회사의 일정으로 인하여 다른 회차와 마찬가지로 아버

지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5회차의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부부의 정서적 안정,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자녀와 함

께 함으로써 부부의 안정된 결속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

다.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발견함으로써 범본교육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다. 

6)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아버지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일곱 살, 아홉 살, 열두 살, 딸만 셋.
자녀가 셋이어서 자녀양육에 한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함. 본인이 
경험한 아버지에 한 향력은 긍정과 부정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
지만 딸만 셋인 관계로 실제 경험이 없다는 것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잘 하고 싶다는 긍정적 마인드를 소유함. 

2회차 부부 화법 강의 후 퇴실하여 나눔을 하지 못함

3회차
자녀들보다 먼저 아내와 화법이 서툴다는 고백과 함께 화를 여는 
것이 어렵다고 함.

4회차
그 동안 놀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딸들과 놀이를 하는 방법
도 몰라 답답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5회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막연했던 소통방법을 제 로 알 수 있는 기회
고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로그램 초기에
는 개인사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으나 프로그램이 
반복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 음.

나) 아버지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 아버지에 한 좋은 기억이 많은 편이다. 비교
적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가장 기억에 남
는 일은 아버지와 캠핑을 많이 감. 

2회차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는 편이며 가사 일은 아내
가 가급적 남편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아내를 드와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3회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내와 결혼하기 전의 감정을 회복하고 싶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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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3

라) 아버지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4회차
놀이 프로그램에 한 집중력을 보임. 놀이시간에 제작한 작품을 자녀
에게 준다고 챙겨감.

5회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만족하는 시간이었다.   
가족정체성의 확립에서 가치관에 한 가족 모두의 생각을 이끌어 낼 
필요를 느낀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향력에 한 기억이 없다고 함.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에 한 지식이 없어서 나름 기 하고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고 함. 

2회차
어릴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을 보고 자란 경험이 없어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함.
체계적인 가족 화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함.

3회차

아내가 아이의 양육문제에 해서는 제게 불만이있는 듯합니다. 일단 
아이가 저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항상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다보니 거의 아이와 놀아주지도 얼굴도 볼 기회가 없는 것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족과의 결속에 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고 함.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자상한 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을 기억함. 아버지에게 좋은 향력을 물려 받았다고 생각함.

2회차

퇴근하면 거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편이고 아내와 함께 반찬에 한 얘
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주말에는 아빠가 밥을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 아이들이 엄마를 깨우지 않는다고 함.
가족소통이 원활하고 갈등해결능력 또한 뛰어난 아버지임. 

3회차
‘내 아이 이력서’ 강의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전체 나눔을 통해 참가자들에
게 긍정적인 향을 끼침.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참여하
고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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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버지5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열 두 살, 열 살, 여덟 살, 여섯 살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육아에 한 부담이 너무 컸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임 

2회차

가사분담에 해 아내가 특별한 불만은 없다. 
아내가 도와달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내가 도와달라는 말이 없
으면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소통에 한 인식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한다.

3회차 베트남출장 불참

4회차

아이들이 두 살 터울로 넷이라 놀아주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네 
명의 자녀들 나름 로 놀이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놀
이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방법을 알려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렌다고 한다.

5회차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루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 좀 아쉬웠음 

바) 아버지6

사) 아버지7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미국출장

2회차

적극적으로 두 번째 만남에 참여함
자녀가 어려서 퇴근하고 나면 제가 전담하여 아이의 목욕을 시키고 아
이와 놀아주기도 한다. 
아내와의 소통은 비교적 잘되는 편이다.

3회차

자녀교육문제는 아내가 힘이 부 끼는 느낌이 있다. 남자아이라 활동
량이 많아서 힘들어 한다.
아버지가 주도적이고 일관성있게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4회차
놀이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아이보다도 더 좋
아하는 듯함.
놀이시간에 만든 모든 제작품을 봉투에 담아감

5회차
가족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라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함.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출장

2회차
부부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처음 참여했는데 
좋은 해결방법을 알 수 있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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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버지8

자) 아버지9

차) 아버지10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3회차
자녀의 교육방법에 해서는 아내에게 거의 일임하는 수동형 아버지

다. 오늘 강의를 통해 자녀교육문제는 부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앞으로 자녀 교육의 한 인식을 바꾸기로 함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회사 업무로 인하여 두 번 불참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앞으로는 이런 프
로그램은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현재는 아이가 없는 상태이지만 어린 시절은 비교적 아버지와의 관계
가 좋았는데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와의관계가 좋지 않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과 함께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에 한 부정적 
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 참여함.  

2회차
아버지에 한 불신이 깊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아버지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회차 업무로 불참

4회차
자녀는 없지만 놀이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 고 임신한 
아내와 함께 연습을 많이 하겠다고 함.

5회차
아버지와 한 번도 깊이 있는 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자녀가 없지만 
사전에 자녀 양육 방법에 한 것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휴가로 불참

2회차

1회차 불참하 으나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이들을 9시 전에 잠을 재우고 아내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한다. 좋지않
는 일이 있어도 특별히 다투거나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한다.

3회차
자녀들에 한 문제로 갈등을 한 적도 별로 없다고 화의 부분은 
부부의 문제를 말한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자녀교육인 범본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힘을 실어 줌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직장생활 중심의 일과가 연속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일
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 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적극적인 참여 모습을 보 고 자료 작성 등 아버지에 한 기억을 되
살리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2회차 업무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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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아버지11

타) 아버지12

파) 아버지13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3회차
자녀의 교육 문제에 한 관심은 보통 아버지와 같이 아내에게 일임한 
상태, 고정관념이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다고 함.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4회차
자녀들과 함께 놀아 주기를 좋아한다며
놀이감을 만들어 모두 챙겨감

5회차
가족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남편 혼자서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이런 교육은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프로그램에 한 기 치가 높았다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고백하는 시간에 눈물을 보임.

2회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함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내용에 해 강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 음 

3회차
자녀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보임.
자녀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아내와 상의를 한다고 함. 부부공유가 아
주 잘 되고 있음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한 기 를 한 만큼 프로그램 참여도 매우 적극
적으로 함.
네 번째 놀이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다고 함.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일과 가정에 한 인식이 균형이 잡혀있는 편임
아버지에 한 인식은 긍정적인 기억과 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 선한 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려 노력하고 있음 

2회차
부부의 갈등 시 남성은 72시간의 감정조절이 필요하고 여성은 3시간
의 조절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질문을 함

3회차
자녀와 화를 많이하려고 하지만 좀 더 긍정적 접근방법에 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경청하 음 

4회차 놀이에 한 관심이 높아 적극적으로 참여함

5회차
업무 시간에 하는 관계로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회사에 감사
하며 상당히 의미있는 교육 중에 하나 다고 본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아버지에 한 향력은 비교적 형제들과의 우애를 강조하신 아버지의 
자녀교육법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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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버지1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1회차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에 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
다고 한다.
지금 가장으로서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스스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든다. 

2회차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에서도 나눔을 잘 리더 함. 자녀교육은 
전권을 아내에게 맡기는 편이라 자녀로 인한 부부의 갈등은 없는 편이나
기본적으로 자녀문제에 한 공유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한다.  

3회차
자녀교육문제는 거의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해왔기에 이번 기회를 통
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4회차 업무로 불참

5회차

개인적으로 5주차 강의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다.
가족의 정체성 부재가 자녀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부
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과 가치관과 비전, 사명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함.

다.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기업체에서 아버지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CEO가 

가정과 일터의 균형을 이루는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개설에 적극적인 면이 인상 

깊었다. 다만 팀 구성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회사의 참여권유자가 많았고 일부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 특히 일과 

중 이른 아침 시간(오전8시~10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집중도가 낮았고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2회차
부부의 소통과 가사분업이 잘되어 갈등은 거의 없다. 퇴근하면 아이 
씻기기와 재우기를 함께 한다. 아내를 배려하며 아이 때문에 잠을 잘 
못자는 아내를 편안하게 자게하고 아기를 자신이 데리고 잔다고 한다. 

3회차
자녀양육 방식이 아이의 균형성장에 큰 향을 끼친다는 것에 공감한
다면서 꼼꼼하게 자녀교육에 한 강의 내용을 메모함. 

4회차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같이 놀아주지는 못함.
배워서 아이와 함께 놀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고 함. 적극적으로 놀
이방법을 익힘.

5회차
공동육아와 공동가사에 한 인식이 확고한 아버지로 전체 프로그램
에 운 에 한 참여도 높고 
주변 동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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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출입이 잦아 프로그램 진행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이에 일방적인 강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강의와 토의, 과제물 등을 통해 강의 

주제 전반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결단을 공유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최소 3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아침 시간보다는 주말 또는 별도의 연수 장소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

램으로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문제로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

행할 수 없었다. 특히 ‘아이들과 놀아주는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는 요구에 맞춰 

전래놀이 전문 강사를 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나 자녀가 동참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되었다.

직장에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가 우리 직장 문화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

극적으로 직장과 가정이 교류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장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구성하여 비교적 참여자

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전래놀이를 통한 가족놀이 프로그램은 참여

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가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가족정체성 확립과 자녀교육과 진로와 관련한 강의와 토의에서 매우 

적극적인 참여도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4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가.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대상 전일제 학원에 

자녀가 다니는 아버지들이 매주 화요일 20시에 학원에 모여 부모교육에 참여하였

다.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직장인 아버지 모임은 직장을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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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모임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같은 기관

을 이용하는 자녀의 아버지들이 모임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모임의 제안은 운

영진이 기관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아버지 교육의 기회를 알리고 이에 참여 의사

를 밝힌 아버지들이 참석하게 되었다. 아버지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직장이 인근

이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 모임 시작시간이 다소 늦은 오후 8시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Ⅴ-4-1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연번 직업 거주 지역 나이 맞벌이 여부

1 회사원 서울 38 외벌이

2 회사원 서울 37 맞벌이

3 회사원 서울 37 맞벌이

4 일용직 서울 40 맞벌이

5 회사원 서울 36 맞벌이

6 회사원 서울 33 맞벌이

나.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지역사회 기반 영유아 대상 전일제 학원의 직장인 아버지 모임은 아빠들의 육

아 및 교육 참여에 있어 아빠들의 자발성 내지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을 알리는 시민사회단체인 (사)함께하는아버지들이 운영을 맡았다. 

나) 팀 구성 및 운영

(사)함께하는아버지들의 ‘육탐’팀과는 달리 영유아 대상 학원을 통해 모집된 아

버지 6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이 기관이 일반적인 다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과 다른 점은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행사를 통해 하나의 친

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6명의 아버지들도 서로가 어느정도 친숙한 

사이였고, 일부는 서로의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

다. 팀 이름은 이들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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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2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회차별 운영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모임의 취지 및 참가자 소개 향후 일정 조율

2회차 자녀의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3회차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4회차 부모의 역할이 다른 지,아빠로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5회차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엄마와는 다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 1회차 

아이스 브레이킹, 아빠토크 취지 소개, 진행 방식 안내, 참여동기 및 자기소개, 

팀 이름 짓기, 의제(agenda) 선정의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각자가 

평소 아빠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뒤, 앞으로 ‘아빠토크’에

서 다루게 될 의제로 선정하였다. 

아버지들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한 것은 아이들과 보낼 시간

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거의 밤늦게 또는 새벽에 귀가하기

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들과 달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학습할 기

회가 거의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한 아버지는 중국 동포로 편견과 맞서는 것이 아이들에 상처가 될까 걱정도 되

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교육하려고 한다. 다른 아버지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보고 배울 아버지로서의 롤모델이 없었다며 아빠역할에 남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

다고 했다. 

한편 참석한 다른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너무 높

아 부담스럽다며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부모교육 토론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다음 시

간의 의제로써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정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에게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책을 나눠주고, 다음 회차까

지 꼭지씩 읽어보고 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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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차 

아이스 브레이킹, 지난 시간 리뷰,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과 

(과속스캔들)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모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우리가 훈육을 

이야기할 때 어떤 지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방향성’과 어떻게 방향을 받아들이도

록 할 것이냐라는 ‘방식’이라는 2가지 문제가 존재함을 이야기하였다. 

한 아버지는 훈육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훈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에 어긋날 때 바로잡아주는 것이 훈육이라고 볼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는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무조건 어른에

게 복종하는 것이 능사인가에는 의문을 표하는 아버지들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훈육이 어려워진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언론에 도둑질 한 아이에게 뺨을 때린 아버지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고발된 

사례를 이야기하며 아빠의 훈육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조건

이라 여겨진다.

한편 양육태도 유형 진단 및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존 고트만의 감정코칭에 

입각한 양육태도 유형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모임에는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

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며 모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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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에서 읽어본 내용(허삼관)

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함께 

나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아버지들은 아이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임을 나누었다. 아

이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는 아빠 자신도 흥미로운 내용과 방식을 채택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먼저 놀이의 정의에 대해서 아버지들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흥미, 해소하고 발산하는 것, 뭔가 오버하는 것 등으로 정의를 하였다. 

한편 놀이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로 학습, 주입, 안전, 위생 등등을 들었다. 그

래서 아이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도 흥미로운 내용과 방식을 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다음 시간에 나눌 주제는 “부모의 역할이 다른 지? 아빠로서 어떤 지향점을 가

져야 할지”로 정하고 모임을 마쳤다.

(4) 4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겨울왕국)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참석한 아버지들은 아내와 교육관 및 가치관 차이가 있어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한편 집안일을 하는 데 아내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함께 나눌 경

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한 아버지는 주말에는 아이들 밥 챙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집안일을 온전히 아빠가 도맡아서 해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한 아버지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

게 손찌검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아이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임을 사례들을 통하여 이야기했다. 

오늘날 아빠들의 역할은 아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나

누었다. 모임은 다음 시간에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엄마와는 다

른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정하고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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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회차 

지난 시간 리뷰와 함께 <육아살롱 in 영화, 부모3.0> 읽어본 내용(그렇게 아버

지가 된다)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모임에서 참여자들은 아버지효과에 대한 서

로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이번에 아버지 교육에 참여해보니 그동안 아빠들끼리의 

자리가 절실했었다는 걸 느꼈다고 공감했다. 육아나 자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

서 아버지들은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하나’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

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숨을 좀 쉬어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아빠도 엄마도 압력밥솥처럼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되고 간간히 김을 빼줘야 하

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이 나만 가지는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어서 위안을 받았다고 말하며 고마워했다.

한편 GRIT 또는 회복탄력성, 마음근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지금까지의 5

회차의 모임에 대해 간략하지만 총괄적인 평가를 나누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용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향후에도 기관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기로 하고 

모임을 마치게 되었다. 

다. 전일제 학원에서 실시하는 평일야간 아버지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처음엔 자유로운 주제 선정 및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토크 방식의 진행

에 낯설어 하기도 했으나 갈수록 흥미를 가지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TV 등

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아빠들의 역할에 대해 어부친다는 느낌을 받아왔다고 토

로하면서,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돼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빠토크’를 통해 아버지들의 소통에 대한 갈

망과 그 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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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치원 주말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가. 유치원 주말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구성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아버지들이 매주 토요일에 유치원에 모여 부모교육에 

참여하였다. 유아대상 전일제 학원에 자녀가 다니는 아버지 모임은 평일 야간에 

운영된 반면, 유치원 기반 주말 아버지 교육은 주말인 토요일에 운영되었다. 유치

원이 소규모 유치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어수선

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아버지들의 참여율이 다른 모임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

다. 특히 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아버지 교육 모임이 주중에 이루어진데 

반해 유치원 기반 주말 아버지 교육은 가을 나들이 시즌과도 겹쳐 5주간 매주 주

말 시간에 유치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아버지교육이었지만 2주차에는 자녀를 동반한 시간을, 5주차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캠프로 진행되었다.

나. 유치원 주말 아버지교육 시범사업 팀의 운영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아버지들이 매주 토요일에 유치원에 모여 부모교육에 

참여하였다. 

1) 회차별 진행 내용

표 Ⅴ-5-1  지역 유치원 기반 주말 맞벌이 부모교육 주제

회차 부모교육 주제

1회차 부모의 향력과 가정 정체성

2회차 얘들아! fun, fun 놀아보자! 

3회차 신통방통한 의사소통

4회차 자녀의 이해와 양육코칭 (내 아이의 이력서)

5회차 가족캠프

※ 자세한 프로그램 운  내용은 부록 참조

가) 1회차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를 회상하고 이에 대해 나누었다. 원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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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결속하는 ‘끈’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으며 지금 나의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기능 (결속, 사랑, 인도, 파송)을 이해하고 삶의 적용함으로써 잘

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고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나) 2회차

4회차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본 회차는 강의보다는 체험 중

심으로 자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다양한 가족 

놀이를 통해 가족의 감정과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례

놀이를 통해 가족결속을 도모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녀가 가지는 다양한 감정의 이

해와 수용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조절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다) 3회차

2회차에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단계를 알고 

갈등 해결법을 익힐 수 있다. 친 감을 키우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아버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ppt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운영이 기반이었지만 다

양한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의 토론이 동반되었다.

라) 4회차

자녀의 바른 이해와 생애주기별 양육태도 생각하기, 내적 표상의 형성 (자기상

의 형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에 따른 훈육방법 익히기, 아이의 감정을 

코칭하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마) 5회차

5회차는 가족,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5회차의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부부의 정서적 안정,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자녀와 함

께 함으로써 부부의 안정된 결속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

다. 사랑의 언어를 서로 발견함으로써 범본교육의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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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별 참가자 반응의 변화

가) 아버지1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아버지에 한 기억이 없음, 5세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부부가 육아에 집중하는 편임, 맞벌이여서 가사 또한 분담을 잘 하
고 있다.

2회차
자녀와 아주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함. 
아들이 아빠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한다.  

3회차

결혼하고 아버지에 한 경험이 없는 것이 늘 마음에 부족함으로 있
었다. 주변의 멘토들을 잘 활용하여 아버지역할을 배우고 있다.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가정의 문화를 아내가 잘 이끌어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4회차 자녀교육에 해서는 아빠가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음.

5회차
세 가족의 결속에 한 자부심이 있는 아버지
해외여행을 통해 가족결속을 잘 다져나가고 있는 편임

나) 아버지2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비교적 안정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
다고 생각함. 맞벌이는 아내의 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차원으로 
권장하고 있음.

2회차
허리 상태가 좋지 못하여 과격한 운동이나 놀이를 할 수 없어 아이
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함. 최선을 다하여 아이와 놀아 줌.

3회차
가족갈등은 거의 없는 상태로 체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
하고 들어주는 편이라고 함.

4회차
자녀교육은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이가 사춘기에는 가급적 아내를 아이와 함
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문제를 아내와 공유하고 있음. 

5회차 5회차에 집안에 경조사로 불참

다) 아버지3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늦게 결혼을 하여 아이에 출산에 고민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둘째까
지 임신하여 너무 기쁘다고 아버지의 향력에는 너무 좋은 기억들
이 많다고 함.

2회차
아이가 아직 어려서 놀이는 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만든 놀이기구를 모두 챙겨감

3회차
비교적 부부의 소통이 잘 되는 편임
자녀의 성장과 둘째 출산 후의 변화에 비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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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버지4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예고없는 출장이 잦은 관계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다. 그럼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 아버지에 한 향력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안좋은 기억이 많다고 한다. 

2회차 가정사정으로 불참

3회차
가족갈등은 어린시절 너무 보아온 터라 자신은 회피하는 편이라고 
한다. 강사의 회피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에 조금 긴
장을 하는 것 같다.

4회차
항상 스스로 돈벌어오는 기계라고 말했다고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고백한다.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불안정한 편임

5회차 가정사정으로 불참

마) 아버지5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주말에만 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와줌 
부모의 향력에 해서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음

2회차 자녀가 너무 즐겁게 노는 모습에 상기되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3회차
평소에도 포옹하기 스킨십을 잘 하는 편인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안
아주기 방법을 제 로 알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함.

4회차
자녀 교육에 한 부분이 늘 약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오늘 특히 훈계
하는 방법에 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함

5회차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의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
을 고민하고 있었고 이번 교육을 참여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바) 아버지6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4회차 육아에 해서는 항상 부부가 함께 공유하려고 함

5회차
연애결혼이 아닌 중매결혼인데도 
부부의 가치관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한다.

내용 및 특이사항 비교

1회차

맞벌이부부, 주애착에 한 고민. 외할머니 양육, 한 때 주말부부, 
뱃속에 있을 때 일주일에 두 번 밖에 못 본다. 
아빠와의 친밀감 필요. 기간 지나서 신청하 는데 와보니 오기를 잘 
했다고 함 

2회차
주말부부를 할 때 거의 아이와 놀아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놀이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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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원 주말 아버지교육 시범사업의 시사점

유치원 원장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참여자 아버지들은 대부분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

는 자녀의 권유로 참여하여 초기에는 소극적인 참여 모습이었으나 1회 프로그램 

이후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한 후 토의 내용을 토대

로 강의 주제를 정하였으며 강의 후 다시 토의를 통한 주제내용을 다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 아버지들의 공통된 요구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고마

운 일이나 아버지교육에 배운 것을 가정에 적용하기에는 부부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며 가급적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

하다고 아쉬움을 언급하였다. 아버지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면 가능하면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순

서를 마련해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순서

를 공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회차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부분으로 아내와 갈
등이 잦음.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로 
변화되고 싶다고 함.

4회차 가정사정 결석

5회차
아내가 참여하여 너무 고맙다고 감사인사를 함.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평소에 짜증을 잘 냈는데 그 습관이 없어졌
다고 한다. 그리고 자주 안아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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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

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와 한계를 통하여 향후 맞

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 요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은 

총 10개의 팀을 운영하였다. 

가. 소집단 구성

본 시범사업의 성과로는 먼저 시범사업의 단위를 5~6인(혹은 가정) 규모로 구

성한 것이다. 10곳 중 2곳에서는 10인/가정이 넘어가도록 집단을 구성하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호응이나 효과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의 장점은 먼저 친 감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와 참여자 간의 친 도뿐 아니라 참여하는 참가자들 간의 친 도 

역시 소집단에서 더 높았기에 부모교육을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소집단 

구성의 두 번째 장점은 소그룹에서는 참여자가 침묵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드물

다. 대집단에 비하여 소집단에서는 모든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

다. 또 다른 소집단의 장점은 융통성을 들 수 있다. 대집단에 비하여 소집단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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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좋은 크기이며 이를 통해 애초에 계획한 프로그램

의 변경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된다.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시 가능하면 소규모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나. 양질의 부모교육 매뉴얼의 활용

본 시범사업의 또 다른 성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출간한 13권 62종의 부모교

육 매뉴얼을 유용성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하여 13권 62종류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과 13편의 

동영상 자료를 개발한 바 있다. 기존에도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는 있

어왔지만, 2017년에 생애주기별로 개발된 자료는 모듈식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요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 활용의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애초 준비한 계획과 다

를지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모교육을 운영한 강사진들은 개발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 부모님들

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매뉴얼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기에 용이

하다고 호평받았다. 특히 각 권마다 다양한 활동지를 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지

루하지 않게 활동지를 활용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 남자들의 육아 수다

본 시범사업은 아버지와 더불어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맞벌이 가

정에서도 아버지가 다수 참여해 전체 참여자의 2/3 이상이 남자였다. 5회기를 진

행하는 동안 남자들이 쏟아낸 육아와 관련된 수다는 별다른 부모교육 없이도 아

버지들의 성공적인 부모교육의 원천이 되었다. 단순한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나

눔에서는 서로 간의 공감을 표하고, 때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팁을 서로 공유하

기도 했다. 특히 자녀의 교육, 훈육에 관한 문제 등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

로 간의 의견을 나눌 때 많은 부모님들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 수

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아버지들에게 보다 많은 육아를 주

제로 한 대화의 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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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시범사업 성공의 장애 요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한 점

도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추후 부모교육 추진시 이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 부모교육의 횟수, 5회

애초 부모교육을 기획할 초기에는 10회 혹은 8회 가까이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 평일 밤 늦은 시간, 혹은 주말 시간

을 연속으로 할애하기는 보통의 의지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무리한 계획이었다. 

10 곳의 부모교육이 모두 5회에 멈춘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처음부터 10회기씩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다수가 연간 바라는 부모교육

의 횟수는 가장 적은 1~3회라고 답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모교육의 횟수가 적다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부모교육의 효과를 기대만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동반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유능감 관

련 설문에서 부모교육의 수강 전·후 간에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처럼 짧

은 횟수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낮은 신청률, 참여율

부모교육 참여기관을 모집할 당시 참여를 문의한 기관 및 단체의 90% 이상이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이 부족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는 부모교육을 듣고 싶음에도 불

구하고 부모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인 경우보다는 부모교

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절감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물론 설문

조사 결과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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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지만, 실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심과 절박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부모교육을 실

시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모나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지 않고도 쉽게 부모교육

을 접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 중/대집단

부모교육 참가자가 6명 내외, 혹은 6가정 내외일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큰 어려

움이 없던 것이 10명/가정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부모교육 강연 형식을 크게 탈피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을 위해서는 당장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질을 타협해야 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의 지원 방안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하여 맞벌이 부모와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부모교육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을 돌볼 수 있기 위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가. 시간 지원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안정적

인 시간의 확보였다.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직

이거나 전일제 노동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녀 양육시간의 부족, 업

무 시간의 부족, 가사시간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교육에 안정적

으로 접근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기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도 다양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육아휴직제도가 있고, 갈수록 

많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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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용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 급격히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젊은 부모가 육

아휴직을 선뜻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용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시간

지원은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계륵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 면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의, 혹은 손해가 

없는 비용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부모교육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부, 교육청 산하의 학부모 지원센터

와 유아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 산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다양한 전달체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늘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 온 점이 있

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

적으로 비용 및 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각계층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할 때에도 사업의 성과지표를 양적인 것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달하기 어려웠던 수요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부모교

육의 확산에 있어서 정성적이고 질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맞벌이 부모 및 아버지 부모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부모교육 현장에서 아버지들이 육아와 관련해서 평일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

장에서, 주말에는 육아와 가사로 보내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는 단지 비용과 시간

의 문제 외에도 직장에서의 문화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주변 직장 동료와 자유롭게 육아 담론을 삶의 중심에서 논할 여유가 없다

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우리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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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적 의사소통

본 연구를 통해서 직장의 문화는 가정의 문화와 가정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내에서 권위적이기보다는 민주

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체질화된다면 바로 이러한 직장문화가 가정에, 부부 

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부모교육이 될 수 있다.

많은 부모교육 참여자들이 소통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육아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딱히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물리적 혹

은 개념적 공간이 없다.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유롭게 육아 담론을 삶

의 중심에서 논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용의 덕목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직장 혹은 

사회에서 형성된 민주적 태도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 속에도 드러나게 된다. 

또한 반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민주적으로 감당하시는 부모님은 사회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다.

나. 가정 중심의 문화 확산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가 더 많이 요구되지만, 아버지들의 육아시간을 

양적으로 늘이는 것은 아버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부

모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풍토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부

모교육을 통해 평일에도 아버지 혹은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충분한 시간을 자녀

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언급한 바처럼 아버지의 양육 참

여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참여도 늘릴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다수의 아버지들은 부부 간에 자녀 양육 부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점차 자연스러

워 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육을 부부 간의 문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양육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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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성의 가치 확산

특히 본 부모교육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업무시간 내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으로 인정한 사례는 타 기

관의 모범이 될만한 사례로 보여진다. 직장에서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구성원들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균형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

로도 조직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현재와 같이 고용자 입장에서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계약직 임금노동자를 양

산하는 왜곡된 형태의 유연한 노동이 아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공무원에서부터 늘어가고 있는 점은 이러한 문

화를 확산시키는 비가시적 지원이 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당사자에

대한 가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부모교육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육

아휴직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도록 관점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부모교육을 통한 이런 가정 중심의 문화, 육아중심의 문화가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등을 시작으로 직장이나 민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관용도(tolerance)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55

참고문헌

강은진, 조성연, & 박상신. (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2018). 2017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분석보고서.

김길숙, 김지현, & 이혜민.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김길숙. (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

구, 9(4), 273–291.

김소영, 송효진, 선보영, 김연재, 남지민, & 권소희. (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설, 장혜진, 김문정, & Walker, S. (2011). 영유아기 자녀 부모 특성별 부모

교육 강화 방안.

노신애, 신영미, 김혜중(2017). 가족학 분야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93-102.

두란노 아버지 학교(2018). 아버지학교 사역통계/현황. http://www.father.or.kr

/content/pubf.action?fn=sub/about/sub05_01&sm=010501에서 20

18년 3월 6일 인출.

민정원, 권미경, & 윤지연. (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

원 방안.

배윤진, 조숙인, & 장문영. (2017).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

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7). 서울가족학교 운영 현황 및 2018년 발전방

향 관련 주요 현안, 비공개 내부자료.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

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2016.3.29.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맞벌이 및 아버지 상 부모교육

156

여성가족부(2018a).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8b). 보도자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부모교육이 달라집니다! –
‘2018년 맞춤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2018.03.12

오미연.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

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미화, 김은설, 이진화, 김길숙, 윤지연, 김의향, … 김영란. (2015). 부모교육 제

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이윤진, 권미경, & 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이윤진, 이정림, & 임준범. (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이정주, & 이종연.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2), 

943–967.

장혜진, 이정림, 윤은주, & 김해인. (201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

Crouter, A. C., & McHale, S. M. (2005). The long arm of the job 

revisited: Parenting in dual-earner famili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pp. 275–296).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Abstract

157

Abstrac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has been 

conducting various researches related to parent education. From this 

year on, the institute will conduct a series of four pilot research 

projects for parents who have wanted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but have not been able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pilot projects will continue for single parent and remarried parents for 

next year, grandparents who care their grandchildren and parents who 

do not live with their family members for the year after next year,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adapted children for 2011.

Current parent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conducted mainly for 

mothers who do not have regular jobs. Hence, it has not been easy for 

mothers and fathers have regular jobs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This year’s pilot research project provided customized 

programs for fathers and parents who work mutually. In order to invite 

as many as different types of parents, we provided parent education 

program at camping site, kindergarten, childcare center, and church at 

weekday nights and weekend day.

As a result, dual-income parents and fathers with young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ject showed positive effects on the 

fear of parenting and interest of parenting have positive effects. 

However, the result of effectiveness of parenting has not been 

improved after taking our pilot project.

This parent education pilot project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number of parent education participants was 5~6.

Second, we used Parent Education Manual developed by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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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KICCE (2017).

Third, fathers have enjoyed conversation about parenting.

Fourth, more than 5 times of parent education will be better.

Fifth, it is very hard to invite the parents who work regularly.

There are three outcomes expected to be followed as consequences 

of parent education.

Fi`rst, good parent education programs will contribute to increase 

democratic communication.

Second, family-centered culture will be disseminated. 

Third, it will contribute to praise diversity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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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사전

부록 2. 부모용 설문지 사후

부록 3.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 권별 강의안 목록

부록 4. 부부 마사지 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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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부모용 설문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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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부모용 설문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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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 권별 강의안 목록

권 대상 주제 PPT 제목

1 공통

1. 부모됨이란? 부모됨이란 무엇인가?

2.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 나와 마주보기

3. 부모의 발달 과업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4.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사이 

5. 사회적 돌봄 함께 하는 육아 공동체 

2

청소년
예비
부모
Ⅰ

1. 가족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부모와 
아이

행복한 가족, 행복한 아이

2.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 미리 미리 Check 첵! Check 첵!

3. 부부 공동양육 함께 키우는 부모

4. 사회적 부모됨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아이 

3

청소년
예비
부모
Ⅱ

1. 부모됨의 의미 예비부모 愛(애) 로그인

2. 성숙한 사랑 엄마, 아빠가 말하는 사랑의 방정식 

3. 세  간 소통 조부자(조부모-부모-자녀)네 집으로 놀러가자!

4. 자녀발달과 부모역할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 ‘부모’ 옷을 바꿔 입어요!

5.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증진 놀이로 부모-자녀 행복 시간 쌓기

6. 정서적 지원과 공감 아이의 마음을 읽는 부모 되기 

4
성인 
예비
부모

1. 자기 이해 내 안의 보물찾기 

2. 친밀하고 평등한 교제 우리, 썸 타는 것 맞지? 

3. 결혼 제 로 이해하기 Marry Me, 나와 함께 할래요?

4. 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이제 부모역할은 선택하는 거야!

5. 임신과 출산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한 아기마중 

5
아 

부모

1. 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양육방식

내 아이는 어떤 아이?

2. 아의 생활습관 형성 및 식습관 
형성

어떻게 재울까 어떻게 먹일까?

3. 아와의 의사소통 및 애착형성 마음의 소리를 듣고 답해요 

4. 아 양육환경과 육아관련정보 선별 안전하게 키우고 바른 정보 이용해요

5. 자녀 출산 후 부부간 역할분담 
및 역할갈등 개선

우리아이 부모가 함께 키워요 

6
유아 
부모

1. 자녀 발달 특성 이해 같이 크는 아이와 나 

2. 자녀의 놀이 지원 잘 노는 미래의 인재로 키우기 

3. 자녀와의 관계 맺기 우리 사이 어떤 사이?

4. 학습 기초 다지기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기 

5. 유아기 양육 정보 알수록 도움 되는 양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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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상 주제 PPT 제목

7
초등
학생 
부모

1. 초등학생 발달 특성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는 부모

2. 학교교육에의 부모참여 및 의사소통 학교와 자녀 그리고 부모 

3.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 및 재능 탐색 초등자녀 학습재미 키우기와 재능탐색 

4. 자녀의 또래관계 초등자녀의 또래관계를 위한 부모 전략 

5. 가족문화 형성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족시간

8
중학생 
부모

1. 중학생 발달특성과 부모역할 중학생이 된 아이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2. 인성･생활 지도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부모의 동거 

3. 진로탐색을 위한 부모역할 내 아이의 꿈을 스스로 디자인하게 하라 

4. 자기주도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5. 부모의 성장 지원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9
고등
학생 
부모

1. 고등학생의 발달특성과 부모 역할 자녀의 변화, 부모의 역할 

2. 인성･생활 지도 고(苦)삼년을 잘 부탁해 

3. 진로탐색을 위한 부모역할 자녀의 독립과 진로개척, 격려해주세요!

4. 자기주도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원

내 아이, 스스로가 삶의 주인 되기 

5. 부모의 성장을 위한 지원 부모와 자녀, 따로, 또 같이 

10 아버지

1. 아버지됨이란? 신(新)나는 아빠

2. 아버지의 양육참여 함께하는 아빠

3. 아버지의 놀이지원 놀이하는 아빠

4. 아버지의 의사소통 통(通)하는 아빠

5. 아버지의 역할 키(Key)우는 아빠 

11
가족

특성별

1. 맞벌이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함께하는 부모, 행복한 아이 

2.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한부모 가족의 자신만만 아이 키우기 

3. 재혼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재혼가족, 새롭게 거듭나기 

4.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함께 사는 다문화, 행복한 아이 

5. 조손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지혜로운 조부모의 눈높이 양육 

6. 비동거 가족의 건강한 자녀 키우기 따로 또 함께 사랑을 키우는 가족 

12 상담

1. 부부갈등의 이해 화성남자, 금성여자 

2. 부부갈등의 향 고래부모 vs 새우자녀 

3. 자녀와의 화법 자녀 마음 알아가기 

4.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에 마음을 뺏긴 아이들

5. 집단 따돌림, 왕따 친구들에게 마음을 다친 아이들 

6. 비행 마음 둘 곳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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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1: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동영상 목록

권 동영상 제목 동영상 주제

공통
(1)

부모와 자녀, 적절한 거리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니 완벽하기 보다는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임을 제시함

청소년 
예비부모

(2)
돌봄은 힘이 세다

돌봄의 기쁨을 통해 부모가 되는 것에 한 책임감을 
알도록 함(아이를 돌보는 경험의 중요성)

청소년 
예비부모

(3)

스스로 양말을 
개 본적이 있나요?

집안일을 함께 하며 생기는 가족 간의 유 감, 소속감
(생활 역량의 중요성)

성예
(4)

부모의 실수
부모역할의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부모역할 준비의 필
요성을 강조함

아
(5)

애착은 건강한 성장의 첫걸음
애착의 중요성 및 안정애착 형성방법을 제시함(애착의 
중요성)

유아
(6)

놀이는 밥이다
아이가 제 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놀이
의 중요성)

초등
(7)

가장 큰 선물은 
함께하는 시간

초등시기에 반드시 습득해야할 능력을 형성시켜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학령기 부모지원)

중등
(8)

I-Message로 
화 나누기

사춘기 청소년과 중년기 부모의 화에는 문제가 있으
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ex. I-message 사용, 가족 
식사 시간 갖기)이 필요함
(부모-자녀 의사소통)

고교
(9)

부모는 최고의 
진로 상담가

자녀의 흥미, 관심사 등에 해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관한 화를 자주하면서 자녀의 성인기 진입 준비를 
돕는 것이 필요함(자녀 진로지도)

아버지
(10)

아빠 효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효과에 해 알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함(아버지 양육의 중요성)

특성별
(11)

어느 소년의 꿈 

현 사회의 다양한 가족은 더 이상 특별한 가족 형태
가 아니며, 가족유형마다 가족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양육방식이 있음
(다문화, 맞벌이, 조손, 한부모 가정)

상담
(12)

화가 필요해

자녀의 이야기를 제 로 듣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경
청의 세 가지 기술을 제시함
(부모-자녀 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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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부부 마사지 동영상

□ 부부 마사지 1편 척추 바로잡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PcufvJQyPA

□ 부부 마사지 2편 간해독 마사지

∙ https://www.youtube.com/watch?v=CCEsO9nE2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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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마사지 3편 어깨 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mEBwuxYX6M

□ 부부 마사지 4편 골반 되돌리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up7fF_YZ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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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마사지 5편 안면 마사지

∙ https://www.youtube.com/watch?v=auwa-1avC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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