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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분석과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1) 부모교육을 지원할 센터 운영,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 (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공간 활용, (5)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요인을 도출하여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충주시 소재 A초등학교의 2학년 및 4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에 요구되는 사항을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23개의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학부
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을 토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 및 운영한 후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 분석
및 환류의 필요성을 향후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부모,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식, 요구조사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overall recognition analysis and demand survey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promote parent educa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including five factors and 23 items : (1) operating a center to support 
parent education, (2) perception on parent education programs, (3) developing a parent education 
program, (4) utilizing space, and (5) program operation and evaluation. A survey was administered on 
the parents of second and fourth graders at A elementary school in Chungju. The result showed that 
parents are positive about the operation of the center, which can provide professional support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There was also a great demand to strengthen the educational content of 
parents’ ro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for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based on the perception and demand analysis of existing parent education. Furthermore, the 
need for performance analysis and feedback was presented in future research directions after the 
actua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reflected the demand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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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과 교육적 관심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의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학령기 아동의 경우 사회성 발달
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산업화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
한 대응방안으로 자녀양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1]. 과거에는 비교적 부모 역할을 자연스
럽게 습득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더 나은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2].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부모역할 수행에 대
한 영역뿐만이 아닌,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의 범죄 등이 
이슈화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3]. 또한 자녀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혼란 및 갈등도 두드러지게 나
타나기 때문[4]에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5]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의 신체
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성장과 발달에 절
대적인 영향을 미치며[6],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3]. 둘째, 핵가족화
로 부모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부
모교육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셋째, 현대 사회에서는 맞
벌이 가족, 조부모 양육 가족, 재혼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유
형에 적합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자녀를 올바르
게 양육하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부모교
육이 필요하다[7].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8]와 부모의 
부부 갈등[9]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
하는 방법과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부모교육
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인해 현재는 결혼 전 예비부부, 
군인, 일반 청소년은 물론 10대 한부모 가족까지 부모교
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10]. 이렇듯 부모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다
양한 형태의 가족과 대상을 토대로 교육적 지원이 시작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주제
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3],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

로그램 개발 연구[11],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
석[12],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13], 학부모 교육 발전 관련 연구[2]가 다수이며, 부모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하다. 학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
인 수단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교육기관에
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인성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14].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특강 형태의 단편적인 부
모교육 프로그램들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5].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이 부모
의 참된 성장을 이끄는 지속적, 실천적 교육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있기 때문
이며[14],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부모교육을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요구조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 사전에 요구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태도, 사고의 틀, 동기와 정서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
기이다[16]. 이 시기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보다 의미 있
게 해주는 중요한 시기로 언급[17]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의 개입과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
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
출하여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모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부모교육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교
육이나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부
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개입(parent 
involvement), 부모지지(parent support), 부모훈련
(parent training),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역할하기(parenting) 등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
합하여 사용한다[18].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19]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바람
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이다
[20]. 부모교육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인식 및 요구 175

있다. 
Becke[21]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을 부모교육이라고 정의 내렸다. Whiteside & 
Becker[22]는 부모교육에서 언급되는 부모역할은 사회
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과업과 자녀 양육
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행동으로 Eathart[23]는 부모역할
의 지침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과 경
험은 부모교육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은 자녀
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 측면까지 영
향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부모의 자존감을 높여 올바르
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24] 때문
에 부모역할의 여러 측면과 모든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
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적 이슈를 통해 부모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
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모역할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의 사회적 중요성이 점차 중시되어 가고 있으며,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80년
대 무렵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며
[25], 자녀들의 발달 사항에 따른 올바른 부모교육이 필
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
소년 자녀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될 때마다 부모들은 
더욱 심각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
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보다 전문화되고 정확한 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어머니의 지지가 중요한 근
원이 되므로[26-2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대
두된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가족이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28]. 부
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에 대한 자
각을 통해 내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열망을 충족시키
는 변화를 통해 자기를 성장시켜 일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29].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부모교육에 참여
하는 대상이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부모를 
선택하고 있다[30]. 그러나 자녀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전
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개인과 가족 전체 사이에 존
재하는 고정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

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31]. 아울러 부모 
역할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종합해 보면, 
부모교육은 부모-자녀와의 소통을 돕고,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관계 증진 및 자녀들의 
성장을 일으키는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활발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들과 다양한 환경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한 설계들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
다. 부모교육은 단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범위를 넘어 
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충

주시 소재 A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저학년
과 고학년 학부모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2학년
과 4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 및 프

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연구[32-34]를 토대로 (1) 부
모교육을 지원할 센터 운영,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식, 
(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공간 활용, (5)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등의 5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
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별 설문문항을 3~6개로 구
성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설문문항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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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erson(%)

Category
second-

grade
parent

fourth-
grade
parent

Sum

Gender Male 6(0.06) 7(0.07) 13(0.13)
Female 62(0.62) 25(0.25) 87(0.87)

Age

20s 1(0.01) - 1(0.01)
30s 43(0.43) 5(0.05) 48(0.48)
40s 24(0.24) 26(0.26) 50(0.50)
50s - 1(0.01) 1(0.01)

Number of 
Children

1 9(0.09) 5(0.05) 14(0.14)
2 48(0.48) 19(0.19) 67(0.67)

≥3 11(0.11) 8(0.08) 19(0.19)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Yes 43(0.43) 20(0.20) 63(0.63)

No 25(0.25) 12(0.12) 37(0.37)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색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충
주시 소재 A초등학교의 2학년 및 4학년 학부모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요
구되는 사항을 5가지로 분류하여 22개 설문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2학년 및 4학년 학부모
로부터 총 105개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설문
의 일부만 응답하거나 하나의 번호로만 응답한 불성실한 
설문지 5개(4.76%)는 제외하고, 100개(95.24%)의 설문
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
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1) 부모교육을 지원할 센터 운영, (2) 부
모교육 프로그램 인식, (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공간 활용, (5)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의 요인을 도출하여 
설문 내용을 작성하였다. 먼저 조사 내용별 분석에 앞서 
2학년과 4학년 학부모 간의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모든 요인에 대한 p-값이 .05를 초과하고 있어 통계
적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
년과 고학년 학부모가 유사하게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
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학
년과 4학년 학부모 조사결과를 합쳐 추가적인 분석을 실
시하였다. 조사 내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 및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해당 조사 내용의 결과분석을 위해 (1) 
센터 운영 및 공간 활용,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식 및 

개발,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actor Grade n mean Mean
Difference p-value

Center
Operation

2 70 4.185 -.0163 .9044 33 4.202
Space

Utilization
2 70 4.200 -.0109 .9454 32 4.210

Perception
for Program

2 70 4.033 -.0575 .6394 33 4.090
Program 

Development
2 70 4.117 -.1078 .4084 32 4.225

Program
Operation and 

Evaluation

2 70 3.935
-.1658 .2514 32 4.101

Table 2. The Results of t-test

4.1 센터 운영 및 공간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센터 운

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자 ‘학부모성장지
원센터와 놀이교육지원센터 동시 운영’, ‘부모교육 프로
그램 장기적 관점의 접근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육 
활동’ 등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평균 4.19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지원할 센터 운영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육
을 통해 부모가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 문항은 4.27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문제를 개인의 내적 문제가 아닌, 자녀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고정
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밝힌 Kim[31]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교육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중 한 부모를 
선택[35]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성장발달 및 문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성이 있다. 

공간 활용은 ‘폐교 활용 학부모-아이 주말 캠프’, ‘폐교
를 교육적 문화 창출 공간으로 활용’, ‘지역사회와 연계하
여 폐교 활용 프로그램운영’, ‘다양한 교재(교구) 지원’ 등
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평균 4.19로 
학부모들은 폐교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교구 등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은 4.28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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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Item Factor

Mean
(S.D.)Mean S.D.

Center 
Operation

▪I am positive about the simultaneous operation of the Parent Growth Support Center and the Play 
Education Support Center. 4.13 .800

4.19
(.639)▪I think parent education programs should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help parents grow. 4.17 .711

▪I think expert training in various fields should allow parents to selectively participate. 4.27 .633

Space
Utilization

▪I think programs using closed schools such as weekend camps, where parents and children can 
participate together, are needed. 4.14 .841

4.19
(.738)

▪I think the space for creating educational culture using closed schools needs to be supported. 4.15 .833
▪I think programs using closed schools need to support the relevant people for program operation in 

the community. 4.22 .824

▪I think it is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teaching materials and tools to operate various programs. 4.28 .726

Perception for 
Program

▪I think parent education programs are necessary. 4.17 .766

4.04
(.582)

▪I am satisfied with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existing special lecture-oriented education 
program. 3.62 .826

▪I think parent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ontent on how to nurture children with 
development. 4.18 .716

▪I think parent education programs should include content about the role of parents. 4.20 .667
▪I think parent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set up where parents and children can participate and 

act together. 4.15 .833

▪I think the parent education programs using weekends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participation 
rates. 3.96 .828

Program 
Development

▪I think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child 
development. 4.24 .712

4.14
(.607)

▪I think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counseling techniques for learning and problem behavior based 
according to age should be developed. 4.28 .726

▪I think when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needs of parents. 4.12 .782
▪I think It is necessary to use a group of parents' expert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4.03 .834
▪I think explanation sessions on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held to promote play education. 4.05 .730

Program
Operation and 

Evaluation

▪I think the operation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is appropriate three to four times per semester. 3.80 .865

3.97
(.673)

▪I think performance of programs needs to be analyzed annually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4.09 .753

▪I think it is necessary to operate parent-offering programs to support education programs centered 
on demand. 3.93 .742

▪I think If satisfaction is high after the program is operated, it is necessary to expand to the education 
program visiting parent. 4.09 .767

Table 3. The Results of Parent Education Demand Survey

의 성장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
경 조성과 실외 시설 및 기구, 교구, 학습자료 등을 포함
한 매체들이 구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식 및 개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성’, ‘기존 특강 중심 프로그램 만족도’, ‘아동 발달 양육방
법 포함’, ‘부모의 역할 내용 포함’,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
그램 포함’, ‘주말 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
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평균 4.04로 학부모들은 센터 운
영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기존 특강 중심 프로그램 만족도’, ‘주말 활용 
프로그램’은 각각 3.62, 3.96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특강 중심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은 개선될 필
요가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모교육 프
로그램 개발은 ‘아동 발달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연령
별 학습 및 문제행동 상담기법 개발’, ‘학부모 대상 요구

조사 필요’, ‘프로그램 개발 시 학부모 전문가 활용’, ‘교육
정책 설명 프로그램’ 등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
사 결과는 평균 4.14로 학부모들은 단계별・연령별 프로
그램 개발과 개발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항목

을 조사하기 위해 ‘학기당 적정 운영 횟수’, ‘프로그램의 
성과분석 필요성’, ‘학부모 대상 공모 프로그램 운영 필
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설문
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평균 3.97로 학부모
들은 운영 및 평가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기당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과 학부모 대상 공모 프로그램 운영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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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프
로그램을 운영할 조직(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발 과정, 공간 활용, 운영 및 평가에 대
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에 충주시 소재 A초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조직 
및 공간 활용 측면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는 사회적 
양상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부모
와 자녀의 상호작용 기회가 점차적 감소[36]되고 있는 가
운데 부모역할 및 양육 태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운
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 조직에 대한 요구가 크게 작
용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구
조적 변화로 인해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식과 자녀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부모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36-37]. 또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다 질적으
로 지원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공간 활용의 경우, 폐교 활용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
램의 운영에 대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뿐만이 아닌 자
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
는 요구가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
로그램은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 의사소통,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양육태도, 부모-자녀와의 관계, 훈육방법 등
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기술훈련, 문제해결, 자아인식증
진, 정보나누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38]. 이와 같은 측
면에서 볼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주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평일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기회가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
문에 주말에 폐교를 교육적 문화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
여 질적으로 높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프

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 결과,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내용 포함(M=4.20, SD=.667)에 
대한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는 올바른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돕기 위함
이라고 할 수 있다[25]. 또한 부모역할(parenting)은 사
회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으로 기대되는 행동과업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
타나는 보편적인 행동[22]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서 부
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 시점과 맞물
려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학습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 기법(M=4.28, SD=.726)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에게 학습적, 발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될 때 
마다 부모들은 더욱 심각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전문화되고 정확한 정보가 시
급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에 맞는 적합한 상담 및 다양
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26].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형태
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
로그램은 특강 형태의 교육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특강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만족도[17]
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제, 운영 강사진 등을 고려하여 단순 강의식 위주의 특
강이 아닌 참여와 연습의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셋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프
로그램을 확대·운영 하고자하는 방향에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4.09, SD=.753). 이와 같
은 사항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질적 제고를 
위한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목적이 
의도적·계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행동이 바
람직한 방향으로 안내[39]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반적
인 질적 수준의 관리가 무엇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40]. 또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바람직하고 효과적
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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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찾
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M=4.09, SD=.767). 이는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프로그
램의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교육내용이지만 다수의 학부모가 이
수해야 할 영역의 교육일 경우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방향과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분석을 통해 부모교육이 장
기적인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부모교육을 자녀 양육에 대한 범위를 넘
어 부모와 지역사회 기반의 학부모 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교육기관에서 운
영하는 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부모 역할에서 아버지의 역
할이 어머니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 및 운영한 후,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는 만족
도, 교육효과 등의 성과에 대한 측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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