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아동학 의 심각성이 언론과 각종 조사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방하고 해결하기

해 2000년아동복지법이 폭 개정되고 아동학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가족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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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와 아동학 인식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해

경기도의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389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 다. 자료분석을 해 SPSS 23.0과

AMOS 23.0 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에 해 양육스트 스는 부 방향으로, 자아존 감은 정 방향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미치는 향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

로 하여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을 향상시켜 아동학 를 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의 감소와 자

아존 감을 증진시키는 로그램을 아동학 방 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학부모의 아동

학 인식을 분석했다는 에서 교육학 , 심리학 , 사회복지학 인 융복학 근이라는 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학부모, 양육스트 스, 아동학 인식, 자아존 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child abus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parents’ self-esteem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ata were collected from 389 school parents residing A city of 

Gyeonggi-do. The results of analysing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the parenting stress of school parents had 

nega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2) the self-esteem of school parents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school parents’ child abuse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their 

parenting stress and the enhancement of their self-esteem.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the convergence 

approach in terms of pedagogy, psychology,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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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 가치 으로 인해 상 으로 아동학 에

한 인식수 이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에 한 한 제

도 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 문기 에서 2015년 아동보

호 문기 에 신고 수된 학 사례를 16,651건으로 제시

했지만, 실제 아동학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1]. 보건복

지부의 한국 아동 5명당 2명이 아동학 를 경험하고 있

다는 조사결과를 기 으로 하면,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동학 에 노출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사

실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아동 부모의 아

동학 행 로 인해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이다[2].

가정 내에서 아동학 가 발생하는 무려 90%에 이른

다. 한 아동학 의 행 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가량

이다[1, 재인용]. 아동학 의 발생 황을 살펴보면, 등

학교와 학교에 재학 인 아동의 학 발생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아동학 련 조사연구와

련 책이 / 학교에 재학 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학부모를 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홍순옥과 이

옥경은 이러한 에서 아동학 연구의 도 학부모

의 아동학 인식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 다[3].

그러나 재까지의 아동학 인식 련 연구들은 주로

아동 련 분야의 종사자들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심으로 진행되었다[4]. (학)부모를 상으로 한 아동학

인식에 한 홍순옥과 이옥경[3, 재인용]의 연구는 실

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진행된 선행연구들

은 정해숙과 이은주[5]의 연구와 같이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의 독립변수로 일반 특성이나 아동의 장애여부

등의 변수들에 을 두고 있다[6].

한편,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의 요

한 원인이 될수 있다. 임소진과 세경은 학부모의 양육

스트 스로 학부모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과 부담으로 정의하 다[7]. 노인학 의 경우에도

아동학 와 동일하게 주요 가해자가 부양가족이며, 부양

부담과 부양스트 스가 높을 경우에 신체 구 권

리침해와 같은 명백한 학 행 를 학 로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8]. 유아교사를 상으로 진행된 한진원[9]

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아동학 인식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김희 과 윤 석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직무스트 스의 아동학 인식에 한 설명력이 54.9%로

매우 높다는 증명된 바 있다[10].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와 아동학 인식에서 자아존

감이 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낮은 자아존

감은 다양한 부정 인 심리상태와 상호작용하여 학

나 방임 등의 부정 인 양육행동을 발생하게 한다[11].

자녀양육에서 많은 스트 스를 받는 학부모는 자아효능

감이 감소하고 우울감은 증가하여 자아존 감이 낮을 수

밖에 없다[10, 재인용]. 그리고 이 게 자아존 감이 낮아

진 학부모들의 아동학 인식은 감소하게 된다. 유아교사

를 상으로 한 김희 과 윤 석[10, 재인용]의 연구에서

도 직무스트 스가 높은 유아교사의 경우 자아존 감이

낮아져 아동학 인식도가 높다는 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아동학

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동학 인식에 을 두고 있

으며, 아동학 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요 조사 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기존

에 분석되지 않았던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 자아존 감,

아동학 인식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본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아동

학 인식에 향을 미치는지를분석한다. 둘째,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2. 연

2.1 연 형

본 연구모형은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에 한 양육스

트 스와 자아존 감의 향과 한 연구결과를 반 하

여 구성하 다. 경로a는 양육스트 스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0, 재인용]를 반 하 고, 경

로b는 자아존 감이 아동학 인식에 향을 미치는 연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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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11, 재인용]를, 경로c는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8, 재인용]를 반 하

다. 그리고,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유무를 통

제변수로 설정하 다.

2.2 연 대상  연 절차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미치는 향, 그리고 이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

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수도권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조사 상은 아동학 의 피해가 가장 많이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학교와 학교에 재학 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 선정하 다[12]. 본 조사 이 에

아동학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명을 상으로

한 심층면 을 통해 설문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 다.

그리고 조사 상과 복되지 않는 학부모 2명을 상으

로 설문지의 내용을 다시 일부 수정하 다.

이 조사는 수도권 A지역에 소재한 B복지 에서 진행

하 으며, 설문조사는 C평생학습센터 학습도우미 10명

과 개별조사자 3명이 담당했다. 본조사 이 에 조사자들

을 상으로 조사주제와 설문지의 내용에 한 교육과

설문작성연습을 진행하 다. 특히, 조사연구윤리를 수

하기 해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자발 으로

허락한 학부모들만을 조사 상자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수도권 A지역의 하 행정구역

은 12개로 분류되어 있다. 체 인 각 하 행정구역의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각 지역별비율에 맞추어

할당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 19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총 40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고 분

석이 어려운 설문지 15부를 제외시키고 389부의 설문지

응답내용을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 도

2.3.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는 아동학 인식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이다. 송정애[13]는 Abidin[14]이

개발한 아동양육스트 스 척도를 자신의 조사연구에

용하 다. 척도의 내용은 부모고통, 역기능 상호작용,

다루기 어려운 아동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양육스트 스 척도는 총36문항으로 구성되

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36문항 에서 각 하 요인을 가

장 잘 표하는 8문항을 선정하 다.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는 양육스트 스를 가장 잘 8

문항에 한 응답범주는 동일하게 리커트 5 척도를

용하여 ‘① 그 지 않다 ~ ⑤ 매우그 다’로 제시하

다.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 8문항의 신뢰도는 0.870으

로 분석되었다.

2.3.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학부모의 자아존 감은 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미치는 향에서 매개변수로 제시되었

다. 자아존 감은 Rosenberg[15]가 개발하고 병재[16]

가 수정한 내용을 간순옥[17]이 조사연구에 용한 10문

항을 선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 평가를

해 정 문항과부정 문항을 각 5문항씩총 10문항으

로 측정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방향을

정 으로 변경하여 사용하 고 8문항을 선정하 으며,

각 문항들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

하 다.

학부모의 자아존 감을 측정한 각 문항들의 응답범주

는 동일하게리커트 5 척도를 용하여 ‘① 그 지

않다 ~ ⑤ 매우 그 다’로 제시되었다. 학부모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는 8문항에 한 신뢰도는 0.930으로 분석

되었다.

2.3.3 종 변수 

본 연구에서 아동학 인식이 종속변수이다. 이를 측정

하기 해 아동복지법에 기 하여 아동보호 문기 에

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학 의 유형인 신체학 , 정서학

, 성 학 , 방임 등으로 분류하 다.

신체 학 인식의 경우, 홍순옥과 이옥경[3, 재인용],

김요섭[6, 재인용]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체 학 에 해

당하는 행 들을 참고하여 8문항을 제시했다. 성 학

인식은 이 연구에서 신체 학 로 제시된 행 들을 검

토하여 8문항을 선정했다. 정서 학 인식의 경우, 홍순

옥과 이옥경[3, 재인용], 김요섭[6, 재인용], 권세경과 이

은정[18]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 학 에 포함되는

행 들을 검토하여 8문항을 선정했다. 방임 인식은 최종

백[19]의 연구를 참조하여 14문항을 제시했다.

각 아동학 행 에 한 인식정도의 응답범주는 각

각 ‘① 학 가 아니다 ~ ⑤ 틀림없는학 이다’의리

커트 5 척도로 제시하 다. 아동학 의 유형별 측정도

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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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식은 0.852, 성 학 인식은 0.851, 정서 학 인

식은 0.890, 방임 인식은 0.93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시에 아동학 인식의 체 문항과 련하

여 종속변수 측정을 안정화시키고, 모델 합도를 증가

시키기 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고 각 하

요인의 총 을 요인으로 변환 투입하 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월소득,

직업유무로 설정하 다. 성별은 더미 변수(1=남, 0=여)로

환시켰고, 연령은 만나이인 ‘세’로 측정하 다. 최종학

력은 졸이하, 고졸, 문 졸, 학졸업, 학원졸로 측

정하여 ‘1= 졸이상’, ‘0= 졸미만’으로 환시켰다. 월소

득은 조사 상자 가정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을 ‘만

원’으로 측정하 다. 직업유무는 먼 조사 상자의 재

종사직종을 악한 후, ‘1=직업있음’, ‘0=직업없음’으로

환시켰다.

2.4 료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 자아존 감,

아동학 인식 사이의 계를 살펴보고 이 계에서 자아

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은 투입된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잔차(residual)로 제시하고 있어 통제되지

않은 변수의 다양한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0]. 먼 주요 변수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결측자료에

해 평균 체방법을 사용했으며,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자료의 정규성(normality)과 다 공선성 악을

해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 계분석을 실시하 고,

개념측정의 성을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변수간 인과 계 검증을 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있어 모형추정방법으로는 완 정보최 우도법(FIML)을

사용하 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연구모형의 합도 선정과

련하여 표본에 덜 민감하고 모형간명성을반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를 확인했으며,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면 좋은 합도, <.08이면

괜찮은 합도, <.10이면 보통 합도, >.10이면 나쁜

합도로 보는 기 을 용하 다. 모든 분석은 SPSS 23.0

과 AMOS 23.0을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주  변수  특

변수들의평균과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학 인식과

련하여 성학 인식의 평균(4.78 )이 가장 높았고, 방임

인식(평균 4.17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 스 체 평균은 2.38 으로 보통 수 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 감 체는 평균 3.78 으로

보통 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정규

분포를 악하기 해 왜도와첨도를 살펴본 결과, 각 변

수들의 왜도는 2이하, 첨도는 4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주요 변수들의 상

계수는, -.100 ~ .727 사이에 분포되어 .8 이상의 높은

상 계수가 나타나지 않아 다 공선성이 의심되는 수

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Awareness
of child
abuse

total 4.42 .955 .114

physical abuse 4.46　 -1.131　 3.211

sexual abuse 4.78 -.882 -.343

emotional abuse 4.27　 .253　 -1.401

neglect 4.17 .363 -.982

Parenting
stress

total 2.38 .158 1.476

st1 2.38 .554 -.151

st2 2.53 .206 -.556

st3 2.95 -.104 -.439

st4 2.39 .447 -.147

st5 2.41 .289 -.249

st6 2.10 .720 .188

st7 1.86 .676 .290

st8 2.42 .203 -.487

Self-
esteem

total 3.78 -.685 -.240

se1 4.02 -.552 1.308

se2 3.76 -.339 .500

se3 3.55 -.061 -.222

se4 3.97 -.282 .472

se5 3.42 .177 -.325

se6 3.85 -.351 .165

se7 3.74 -.367 .135

se8 3.67 -.270 .013

se9 3.92 -.257 .069

se10 3.89 -.348 .355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3.2 형검

3.2.1 측정 형  결과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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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는데, 모형 합도는 TLI=.909, CFI=.919,

RMSEA=.067로 양호한 합도를 나타냈다. 한 잠재변

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는 모두통계 으로 유

의미했다. 이는 측정변수들이 하게 구성되었음을 의

미한다.

Latent
variable

Path
Nonstandardi

zed
coefficient

Standarei
zed

coefficien
t

Standa
rd
error

t

Awareness
of child
abuse

→
physical
abuse

1.000 .758

→
sexual
abuse

.107 .279 .021 5.178***

→
emotional
abuse

1.382 .899 .088 15.754***

→ neglect 2.204 .771 .148 14.889***

Parenting
stress

→ st1 1.000 .608

→ st2 .664 .491 .079 8.383***

→ st3 1.088 .660 .103 10.615***

→ st4 1.076 .688 .098 10.936***

→ st5 1.299 .811 .106 12.234***

→ st6 1.063 .623 .105 10.157***

→ st7 1.334 .814 .109 12.260***

→ st8 1.219 .686 .112 10.915***

Self
-esteem

→ se1 1.000 .761

→ se2 1.005 .724 .068 14.809***

→ se3 1.032 .691 .074 14.039***

→ se4 .878 .687 .063 13.953***

→ se5 1.049 .708 .073 14.431***

→ se6 1.063 .743 .070 15.262***

→ se7 1.191 .819 .070 17.112***

→ se8 1.218 .800 .073 16.637***

→ se9 1.159 .842 .066 17.682***

→ se10 1.055 .774 .066 15.990***

χ2(df=206)=2.739***, TLI=.909, CFI=.919, RMSEA=.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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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Analysing the mesurement model

3.2.2 조 형  결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합도는 χ2가 통

계 으로 유의하 다(χ2(df=301)=2.312, p<.001). 그러나

이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이 한

경우에도 모형이 합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

로 합지수 RMSEA를 살펴본 결과, .058로 양호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른 합지수들인

TLI=.897, CFI=.912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

째,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자아존 감에 이르는 경로

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9, p<.01). 이는 학부모가 인지하

는 양육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자아존 감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부모의 자아존 감이 아동학 인식에

이르는 경로도 통계 으로 유의미했으며, 정 향력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β=.207, p<.001). 이는 학부모의 자

아존 감이 증가할수록 아동학 인식이 증가함을 의미

한다. 셋째,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의 아동학 인식으로

의 경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부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5, p<.05). 이는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증가할수록 아동학 인식수 이 감소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 Mediating model of main variables

Latent variable Path

Path coefficient
Standard
error

tNonstandardizedc
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Parenting Stress → Self-esteem -.149 -.159 .052 -2.845 **

Self-esteem →
Awareness of child
abuse

1.201 .207 .332 3.618 ***

Parenting Stress →
Awareness of child
abuse

-.625 -.115 .309 -2.019 *

χ2(df=301)=2.312***, TLI=.897, CFI=.912, REMSEA=.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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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A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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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매개효과 검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와 아동학 인식 간의 계에

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실시하 다. 검증 결과,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

측정값은 -.033으로 p<.05 수 에서 유의미했으며, 95%

신뢰구간의 상한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부모

의 자아존 감이 양육스트 스와 아동학 인식을 부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한다.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CI

Lower Upper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wareness of child
abuse

-.033* .015 -.06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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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논   결론

본 연구는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자아존 감을 매

개변수로 하여 아동학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 최근 아동학 에 한 사회 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학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이고 주요 가

해자가 아동의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어하는

보육시설을 비롯한 련 기 의 종사자들에게 조사연구

가 집 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학 는 가해자의 아동학

인식이 올바르게 낮아서 발생하기 때문에결국 학부모

의 아동학 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용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실행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에 해양육스트 스는

부 방향으로, 자아존 감은 정 방향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양

육스트 스가 높은 학부모들의 경우 명백한 학 행 에

한 인식도가 낮으며, 자아존 감이 낮은 학부모들은

다양한 부정 심리상태에 처하여 학 행 에 한 인식

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의양육스트 스가

아동학 인식에 미치는 향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

과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양육스트 스가 높은 학부모들

은 자아효능감이 감소하면서 자아존 감이 감소하게 되

고 우울한 감정상태로 인해 아동학 인식도가 낮아지고

아동학 행 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 로 아동학 인식을 높이기

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구조 인 측면에서

아동학 인식을 높이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

으로 아동학 의 정보제공, 부모 상의 아동학 방을

한 로그램, 교육 세미나, 인권교육, 아동학 방

지침서 매뉴얼 제작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 하여 실천 인 측면에서

로그램과 련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학 인식에 한 양육스트 스의 부 향을 반 하여

기존의 방안에 학부모들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학부모를 상으로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는 체로부모교육 로그램을 활용한다[21]. 특히문성

주와 김성길[22]은 부모교육 로그램의 운 기간과 횟수

에 따라 일회성 는 정규 로그램 여부에 따라 스트

스 감소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련

선행연구에는 명상기법[23], 미술치료[24], 음악치료[25]

와 같은 심리치료 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자녀

와의 의사소통기술훈련[26], 교육비 등 경제 인 지원

[27], 자녀가 속한 시설환경의 변화[28] 등 양육스트 스

의 발생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을 다루는 방안들

도 있다. 이러한 로그램을 아동학 방을 한 부모

교육 로그램이나 지침서 등에 추가함으로써 양육스트

스의 감소와 더불어 아동학 인식 수 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자아존 감이 양육스트 스와 아동학

인식의 인과 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을 반 하여

자아존 감 증진 로그램을 아동학 방 로그램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로, 에니어그램에

기반을 둔 독서상담사 양성 로그램이 등학생 학부모

들의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29]. 이 로그램

에 참여한 등학생 학부모들은 자신에 한 지각이

정 으로 변하고, 독서상담사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학생들로부터 정 인 피드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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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치를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양육스트

스로 지쳐있는 학부모들을 상으로 자신의가치를 새

롭게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아존 감을 증진할수 있는

로그램을 아동학 방교육이나 로그램에 포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삶 가운데서추구했던 자

신의 가치를 미래의 삶의 이야기에재구성하는 내러티

치료[30]와 같이 자기정체성의 재해석에 을 두는

근이나 자녀와의 계향상 갈등감소를 한 개인·가

족상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방안들이 성공 으로 진행되기 해 충

족되어야 할 행정 ·제도 측면의 조건들이 있다. 최근

지 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련 문제 들 산

부족과 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량을 고려해 볼 때, 로그

램의 추가는 과 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져 로그램의 질

하로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로그램에 다른 활동을 추가하는 것은 산과 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 의 심각성과 사회

심에 비해 다소 미진한 아동학 인식에 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역동 계를 분석했다는 에 그 의의

를 둘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양육스트 스가 자아존

감을 매개하여 아동학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에는 다양한 아동학 와 아동학 인식의 련 변인

들을 밝 내는 후속연구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한

본 연구는 학부모의 아동학 인식에 한 조사연구라는

에서 교육학 , 심리학 , 사회복지학 인 다양한분야

와 련된 분석이라는 에서도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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