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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f consultants for the purposes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Methods: Participants were 14 mothers in the first phase, 10 mothers in the

second phase, and 8 mothers in the third phase. Data were collected from stories

shared during the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The mothers’ experien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qualitative analysis procedures.

Results: Moth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of consultant for

buil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communit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and seven sub-themes. The first theme was “self as a parent” including

“looking inside myself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looking inside

myself in the relations with other mothers”. The second theme was “self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which consisted of “sharing emotions through ritual”,

“forming communitarian identity through hospitality and solidarity” and “growing

as a social mother”. The third theme was “self as a educational community

consultant” out of which emerged “setting up shared visions”, “building practical

community competence”, and “creating fields of community implementat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ed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practices

of building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and the direction and

methodology of parent education.

❙key word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onsultant trai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community, learning community

Ⅰ.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학교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무한 경쟁의 시장 논리가 적용되면서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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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열화하고 서열에 따른 차별화가 심화되어 구성원 간의 소외, 무관심, 학교폭력 및 상호불신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 그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강영택, 2009;

송연주, 이상수, 2015; 신현석, 2003). 교육공동체는 돌봄, 신뢰, 협동, 헌신을 통한 결속과 연대로

(Sergiovanni, 2004)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유대감

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협동하는 공동체이다(이종태, 1999).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구현은 구성원

간의 상호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성을 통해 경쟁과 소외, 무관심, 불신 등의 현재 교육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박철희, 2014; Furman, 2002; Noddings, 2002; Sergiovanni, 2004).

이러한 점은 유아교육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CCTV 설치 의무화 및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등은 학부모와 기관 간에 깊은 불신을 유발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에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부모들의 양육 어려움과 스트레스이다.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대가족과 분

리되면서 부모는 양육 지원 체계를 잃어버렸고, 이에 자녀 양육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었으나

맞벌이 부부는 점점 증가하면서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치열한 경쟁은 부모-자녀 사이의 강한 일체감 때문에(최상진, 1994) 자

녀의 출세나 성공을 자신의 자존심과 직결시키는 부모에게 자신의 생존과 아이의 교육과 성공에

대한 이중의 불안을 느끼게 하여 양육자 역할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김미숙, 문혁준,

2005; 지성애, 2016; Baker, Blacher, Crnic, & Edelbrock, 2002). 그러나 이러한 양육에 관한 당면문

제의 해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평등의

만연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모 역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경아, 2008) 양육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부모는 불안 해소를 위해 자녀의 경쟁력

과 행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여 조기 사교육의 폐해를 알면서도 장시간 어린 아이들을 집 밖으

로 돌게 만든다(이부미, 이수정, 2010; 최은아, 2014). 이처럼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 모성의

가족주의적 성향이나 현상(나윤경, 태희원, 장인자, 2007)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특성은 아동이 또래와 협력하는 정도와 정적 상관이

있고(Collins & Madsen, 2003)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교사-아동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Wyrick

& Rudasill, 2009). 이에 공동체 문제를 야기한 공교육 불신 현상의 원인은 학교와 교육체제 구성

원 간의 관계 문제 때문임(신현석, 2003)을 두고 보면, 결국 양육 불안과 스트레스가 야기한 유아

기 부모-자녀관계의 약화는 부모-교사관계, 교사-유아관계 및 유아-유아관계를 연쇄적으로 약화

또는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 구성원 간의 공동체성이 악화될 위험성

을 높인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신뢰와 건강성을 되찾고 부모의 지원체계로서 잘 기능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간에 진정한 만

남과 돌봄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정계숙, 윤갑정, 견주연, 차지량, 박희경, 2016),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각

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돌보며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함으로써 구현

되므로, 구성원들은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자율성, 다양성 인정, 배려, 신뢰, 상호 협력 및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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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7). 특히, 부모는 일차적 양육 책임자이자

자녀에게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적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현곤, 2009), 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에 중요한

요인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 당시 이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

목소리는 유아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하여(한겨레, 2019. 3. 17), 부모가 유아

교육기관의 공동체성 회복에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는 교육의 주체이기 보다는 교육의 수혜자이자 피교육자

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자녀의 학교와 관련된 참여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배지

희, 2008). 따라서 전형적인 부모 참여와 피교육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부모 관여(parent

engagement)를 통하여 부모가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McDermott,

2008). 이를 위해 부모는 학교와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나누는 수준의 동반자를 넘어 사회 정

의와 민주적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나 지역사회와 상호 존경의 동맹을 이루는 진정한 동

반자(authentic partnership)(Auerbach, 2012)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 속에

서 유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관점의 부모교육이 필요

하다.

한편, 유아교육에서 유아와 부모의 발달을 위한 컨설팅(consultation)은 유아특수교육과 조기중

재 장면(early education and intervention settings)에서 먼저 발달되어 왔다. 컨설팅은 컨설턴트, 컨

설티 및 내담자(client)를 포함한 삼자 구도의 간접적인 서비스 전달 모델의 하나이다. 컨설턴트

와 컨설티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데 그 목적은 현재의 관심사 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 예방에도 초점이 있다. 컨설팅의 주요 과제는 컨설티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익히고 실천하여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거나 코칭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포함한다(Wesley& Bussey, 2004).

이러한 컨설팅 관련 연구에서 부모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한 국내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소수가 발견된다. 부모 컨설턴트(parent consultants)는 일반 부모를 위한 서비스

나 교육의 목적 보다는 의료 분야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1975년 미국 Rhode Island의 소아암 병

원에서 소아암 자녀를 양육하고 치료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부모 컨설턴트로 훈련하여 환아

의 부모에게 병원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결과, 환아 부

모, 의사와 간호사, 부모 컨설턴트 및 병원 관계자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공유되었다(Pitel et al.,

1985). 또한 중등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 컨설턴트가 일반부모의 가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지원한 연구(Stormshak, Dishion, Light, & Yasui, 2005)가 있다. 그 외 간접적인 서비

스 전달 모델인 컨설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가족과 영아를 함께 지원한 경우도 있다.

즉, 지역사회의 부모를 부모교육자로 양성하여 저소득층 부모와 자녀를 지원한 Parents as

Teachers 프로그램(Wagner, Spiker, & Linn, 2002), 가정방문-집단중재 혼합 프로그램(Katz et al.,

2011) 및 가족 컨설턴트를 활용한 장애유아를 위한 가족 중심 유아교육 모델(Family–Centered

Preschool Model)(Kaczmarek, Goldstein, Florey, Carter, & Cannon, 2004)은 부모의 양육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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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부모 컨설턴트는 가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달에 기여

함을 알 수 있다.

특수 요구가 있는 가족 외에 양육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는 일반 부모들도 양육에 관한 전문적

인 지식 획득은 물론 자신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공감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다(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그러므로 부모들에게는 주변에서 쉽게 접촉하여 양육자로서의 자신의 상황과 어

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줄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전문성도 갖춘 훈련된

양육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육 지원자로서 선행연구들에서 그 효율성이 제시된 어머니

컨설턴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고찰한 바와 같이, 어머니 컨설턴트는 자신의 자녀양육 경험을 바

탕으로 양육 컨설턴트로서 훈련을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적,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주변 부모를 돕는 양육 지원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말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어머

니 컨설턴트는 주변 부모들의 건강한 양육 지원자로 역할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훈련

을 통하여 이들의 역할을 확장하면 건강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소극적인 참여자, 교육

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자녀가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부모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른 부

모들의 사회 지향적 사고의 개발을 돕는 촉진자,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 어머니 컨설턴트란 내담자 출신의 준전문가로(이성한, 1998) 즉,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 참여와 협력활동으로 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한 어머니

가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해 부모 역량은 물론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같

은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나 주변의 부모들에게 접근성 높은 양육지원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내 자녀의 양육자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의 건강성과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

한 사회적 역할의 옹호자, 실천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이다. 즉, 타인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야말

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 줄 정의(justice)라는 관점(허라금, 2006)에서 내 자식만을

돌보며 보살핌을 실천해 온 어머니들이 가족중심적 모성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하며 그것에

정의라는 가치를(나윤경, 2014) 부여하고 주변의 어머니들도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말한다.

어머니 컨설턴트의 부모와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역할 가능성과 잠재 역량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연구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연구

(정계숙, 견주연, 최은아, 김지연, 2015)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유아교육 분야의 컨설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기관 운영 및 교사의 수업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효과 연구(김성숙,

임부연, 2015; 김은영, 임재택, 2017; 이상례, 유영의, 2014; 최은아, 고희선, 2018)로, 부모를 유아

교육기관 등의 교육체계와 연결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과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한 시도는 거

의 없었다. 사회적 역량은 부모 역량의 한 부분이나 양육 역량의 중요성에 가려져 최근에 와서

야 개념화된 역량으로 앞으로 더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정계숙, 최은실, 2013)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은 이 역량을 강화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은 미래

지향적 부모 역량과 함께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인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자율성, 다양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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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배려, 신뢰, 상호 협력 및 존중 등의 심리적 역량과 공동체의 핵심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적

역량(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7)이라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학습공동체가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 또는 열정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생각을 탐색하고 함께 실천하고 성장하는 집단이며(Mercieca, 2017), 학습공동

체는 구성원 상호 간의 공동체성을 근간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다(오혁진, 2005).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참여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의 생성과

공유를 전제로 학습자의 주체성을 복원하고자 한다(홍숙희, 2010). 그리고 이는 구성원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혼자 발견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기

회가 되고(Lieberman & Wood, 2003), 협동의 문화가 만들어져 지식뿐 아니라 정서적 위안도 얻

을 수 있으며(고영미, 2005) 자기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박순선, 노진형, 2018). 따라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학습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공유와 생성을 통한 학습과 함께 실제 교육공동체

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여 유아교육공동체 역량을 체화하는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공동체는 학습자의 변화를 기반으로 진화와 성장의 과정이 나타나는 역동적, 상대적

인 특성이 있어(윤창국, 2002), 구성원들의 진화와 성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자체의 진화와 성

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습공동체 중심의 어머니 컨설

턴트 양성과정은 어머니의 부모 역량과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진화하고

성장한 학습공동체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하위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어 또래 부모들과 양육 관련 문제로 접촉 기

회가 많은 어머니를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 양성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일

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먼저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참여 과정에서 가진 의도적, 비의도

적인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펴보았다. 이로써 참여어머니가

일반 부모에서부터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가 되어 가는(becoming) 과정을 드러내

어 부모의 역할과 부모교육의 지평 확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 중 기관에서의 안내문과

본 양성과정에 대한 원장의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들로, 1단계 과정에는 14명,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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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는 10명, 3단계 과정에는 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어머니들에 대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현재

연령
참여자 소개

참여 단계

1 2 3

A 48세

주부. 1남 2녀를 키우고 있음.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늦둥이 막내아들과 누

나들의 터울은 15살과 16살로 딸들은 대학생임. 유치원에서 하는 숲 모임에 참여

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0 0 0

B 38세

주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음.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가 그만둠. 스웨덴에서 1년 정도 살다온 경험이 있음. 유치원에서 하는 숲 모임에

참여하였음.

0 0 0

C 49세
주부. 1남 2녀를 키우고 있음. 막내아들이 6세며 다른 자녀들은 대학생임. 유치원

에서 하는 숲 모임의 회장이었음.
0 0 0

D 34세

자영업.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키우고 있음. 직업이 있으나 매일 출근하지

는 않음. 장애아 보호 시설 등에 자원봉사를 다님.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

에 참여했었음.

0 0 0

E 39세

주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임. 양성과정 참여 초반엔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나 곧 그만둠.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3단계 양성과정 중 도서관 사서 준

비를 시작함.

0 0 0

F 34세
주부.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첫째는 아들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딸은 7살임.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0

G 39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음.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동프로그램에 자주 참여를 함.
0 0 0

H 39세

주부.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첫째는 딸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임. 출산 전까지는 직장을 다녔었음. 주민센터에서 하는 영어 수업에 다님.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0

I 35세

주부. 7살 아들과 1살 딸을 키우고 있음.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요가 강

사를 하다가 그만둠.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하

였음. 2단계 양성과정 후 둘째를 임신함.

0 0

J 39세

주부이지만 마을서점에서 역사 강의나 아동독서지도를 정기적으로 함.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는 7살임. 유치원에서 어머니 씨앗

동아리로 독서모임에 참여했었음.

0 0

K 39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음. 대학원 졸업. 지난 학습공동체에 참여

하는 중간에 대도시에서 아이를 자연과 함께 키우고자 인근 중소도시로 집을 지어

서 이사를 할 계획하였고, 1단계 과정 중에 이사를 감.

0

L 36세

주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7살 딸을 키우고 있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육아휴직

중에 지난 학습공동체에 참여함. 직장을 아예 그만둘지 고민하다가 1단계 과정이

끝나고 복직을 하게 됨.

0

M 37세
주부.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외동아들을 키우고 있음.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

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함.
0

N 39세
주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음. 현재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생태 유아교육 중심의 숲 모임에 참여하였음.
0

표 1. 연구 참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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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계획

(1) 양성과정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는 어머니 자신과 주변 부모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자기 개발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장차 유아교육기관과 부모,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유아교육공동체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어머니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 경험을 포함하

는 총 3단계의 양성과정을 구성, 운영하였다. 이는 Thomas & Footrakoon(1998), Doherty & Carlson

(2002) 등에서 제안된 부모교육과정의 세 유형 중 변형적 모형(transfomational mode)에 기반 하였

다. 이 모형은 부모 학습자가 자기 자신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바라보고 자신,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1단계 과정은 현 시대의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 공동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습, 2단계 과정은 행복의 의미와 관계의 중요성

이해, 가족공동체 되짚어보기, 가족 확장성의 의미에서 공동체 구현의 방향성 탐색 및 육아컨설팅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3단계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한 사유와 방법 탐구 및 기관에서의 컨설팅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2) 양성과정 단계별 운영 계획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양성과정의 운영

은 성인학습자로서 어머니들의 특성을 반영하여(McDermott, 2008) 3단계로 구성하였다. 즉, 성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토론과 즉각적인 문제해결과 같은 경험적 교육 테크닉을 활용하고 학습자

의 준비도를 고려하였으며, 듣기-대화-비판적 사고-실천 행동 과정을 포함하여 학습과 실천 행동

에서 초기의 안내 후에는 자기 지시적(self-directedness) 행동으로 전환되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

저, 1단계는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였다. 이에 공동체와 관련된 사회

운동가이자 교수인 조한혜정의 ‘다시, 마을이다(2007)’와 ‘자공공’(2014)을 학습공동체 진행을 위

한 주 교재로 선정하였다. 매주 1회씩 7회기동안 학습공동체를 진행한 후, 양육에 대한 1차 컨설

팅 실천 경험을 갖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과 마을서점에서 일반 부모들을 모집하

여 집단으로 부모모임을 1회기씩 계획하고 실행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적 지식 학습의 일환으로 공동체 관련 전문가 3인(교육공동체 연구자, 현장

실천가 및 혁신유치원 운영자)으로부터 6시간의 집중교육을 받았다.

2단계는 행복의 의미와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의 시작인 가족공동체를 되짚어보고

가족 확장성의 의미에서 공동체 구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과정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를 통한 행복의 확산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의 행복은

전염된다(2010)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2010) 그리고 가족공동체와 확장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조한혜정(2006)의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Deborah

Tannen(2015)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익숙해서 상처인 줄 몰랐던 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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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시간’, 한국교육방송공사(2015)의 ‘가족 쇼크: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김희경(2017)의

‘이상한 정상 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Jens Corssen과 Christiane Tramitz(2016)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가: 관계 맺기 심리학' 등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였다. 5회기의 학습공동체 운영 후, 컨설턴트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대1로

2차 육아컨설팅 실습 및 교육공동체의 모범 사례인 마을공동체 도서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교육공동체 실천방법론 등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졌다.

3단계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

한 사유와 탐구과정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용선

등(2016)의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와 컨설턴트로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의

Cecile Andrews(2013)의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을 학습공동체의 교재로 선정

하였다. 학습공동체 활동 후, 어머니이자 컨설턴트로서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

의 일환으로 부모지원 발전 방안과 앞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하였다. 그리고 3차 실습의 일환으로 A대학의 유아교육공동체 활동인 단기 부모교육 강좌에서

2인 1조로 2, 3회씩 소집단 모임을 60분씩 운영하였고, 자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지역의 공립유

치원에서 실시된 양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컨설턴트 역할을 해보는 기회

를 가졌다. 회기와 회기 사이 및 단계 간의 휴지기 동안에는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 참여 어머니

들의 근황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 등을 공유하면서 학습 내용을 상기하고, 다음 회기나 단계에

대한 기대와 어머니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운영단계에 따른 회기별 주

제와 활동 내용은 표 2와 같다.

단
계
회
기

날짜 흐름 주제 시간 나누며 함께하기

1
단
계

1 17.2.14

학습
공동체

오리엔테이션 120분
오리엔테이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에 대한 개념도 작성
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개념도 작성

2 17.2.21 EBS 공감, 인간관계의뿌리 120분
공동체의 근간으로서 공감에 대한 이해
공감에 대한 교육

3 17.3.9
학교를살려사회를살린다/
학교가있는마을에서쓰는편지

120분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이해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4 17.3.15 지구살이 120분
신자유주의의 폐해
우리 사회의 돌봄과 공공성 회복

5 17.3.24 세대살이 120분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생각과 감성 공유하기
공공재 확보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6 17.3.30 마을살이 120분
-스스로 돕고 , 스스로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성
을 만들어가는 생성의 장소인 마을

7 17.4.12 마무리 120분
교유공동체 컨설턴트와 역량에 대한 개념도
작성과첫회기개념도와의비교, 학습공동체평가

8

17.4.27 컨설
턴트
실습

유치원에서 실습
(5명)

120분
유아 어머니의 양육 고민 공유
양육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

17.4.28
마을 책방에서 실습
(4명)

120분
성미산마을을 통한 공동체 실천 모습 소개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공동체의 필요성

표 2. 회기별 주제와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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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회
기

날짜 흐름 주제 시간 나누며 함께하기

9 17.5.19
집중
교육

교육공동체 이론과 실제 360분
대천마을에서 촌스럽게 놀기
유아교육기관이 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유아교육공동체와 부모, 유아교육공동체의 운영

2
단
계

1 18.1.24

학습
공동체

관계와 행복 120분
행복을 이끌어내는 관계의 힘
내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2 18.1.31 행복은 전염된다 120분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의 전염

3 18.2.7 행복의 조건: 생산성 120분
관계와 유대 속에서의 생산성
생산성 성취를 통한 행복

4 18.2.14 가족과 행복 120분
-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서로 돌봄
- 서로 돌봄과 소통의 가치

5 18.2.28 현장학습 마을공동체 실제 탐방 120분 A 마을공동체 공공도서관 탐방

6 18.3.7
학습
공동체

가족의 확장성과
공동체

120분
연대감을 통한 가족의 확장성
공공성과 환대의 공동체

7 18.3.21
~
4.6

컨설
턴트
실습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습 180분
센터에 방문한 어머니와 양육 고민 나누기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조언

8

9

3
단
계

1 18.9.6

학습
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120분
지역사회에서 교육공동체의 의미
마을교육공동체 실제

2 18.9.13 유쾌한 공동체의 힘 120분
유쾌한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특성
유쾌한 공동체를 통한 행복 실현

3 18.9.19
유쾌한 공동체를
위한 대화법

120분
- 대화의 힘
- 나를 찾고 행복해지는 대화 원칙
- 변화와 갈등을 위한 대화 원칙

4 18.9.27
공동체 교육을 위한
스터디 서클

120분
- 스터디 서클을 통한 시민교육
- 스터디 서클을 통한 공동체의 행복

5 18.10.4
현장
학습

마을공동체 실제 탐방 150분
B 마을공동체 민간도서관 탐방
B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탐방

6 18.10.12

집중
교육

그림책 여행 모임 이야기 150분
그림책을 활용한 자발적 부모 모임 소개
부모 모임의 지역사회 활동

7 18.10.18
관계의 시작과 확장: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150분
부모와 애착을 통한 관계의 시작
정서발달과 이타심을 통한 관계의 확장

8 18.10.25
지역사회와의 함께하는
공동체 실천

150분
공동체 중심의 일본의 보육 현장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본 보육 실제

9 18.11.1
우리를 만드는 놀이:
치료놀이

150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치료놀이에 대한
이해, 치료놀이 실제

1018.11.8
가족 품에서 배우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

150분
가족 속에서 나와 우리를 배우기
우리를 배우기 위한 인성교육

1118.11.27

컨설
턴트
실습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 120분
효과적인 육아 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안

12
18.12.11
~
12.20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부모교육 워크샵 운영

120분

6회기동안 진행된 단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2
회기 이상 부모 소집단 운영
6회 강좌내용: 유아 사회정서발달, 자연에서배
우는 인성교육, 우리를 만드는 놀이, 아이와 함
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가족에서 공동체로

13

그
외

18.10.15
~
11.12

양육컨설팅 프로그램 공동
컨설턴트로서 참여

5회기동안진행된유치원에서의부모소집단자녀
양육컨설팅프로그램에전문가와함께참여및운영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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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과정 운영 실제

본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계획과 운영은 부모교육전문가 교

수 1인, 유아교육학박사 2인이 함께 하였으며 A대학교의 강의실에서 주로 진행하였다. 매 단계

의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습 자료로 단계 운영 주제와 관련된 책을 공동 구매하여 매 회기마다

정해진 분량을 사전에 읽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느낀 점, 공유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해 자유롭

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습공동체 진행자 2인은 유아교육학 박사로 유아교육공동체에 관한 집

중교육 강좌 운영, 유아교육공동체 실천에 관한 현장학습과 컨설턴트 실습 진행 및 밴드와 카톡

방 운영으로 구성원의 참여 동기를 고취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3) 운영 평가

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형성평가와 결과 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매 회기마다

진행과 관련 아이디어 및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 연구자가 저널을 작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매 회기의 활동 종료 후 연구자, 보조연구자 및 부모교육 전문가가 형성평가를

수행하여 진행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회기 진행에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단계별

양성과정 종료 후 단계 평가회를 가져 보완할 점과 어머니들의 요구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에 반

영하였다. 그리고 참여 어머니의 자기인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매 회기의 전체 진행과정을 보

조연구자들이 녹음 및 전사하였으며 활동 결과물은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 경험에 따른 자기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전체 회기의 전사 자료와 형성평가 자료를 반복 검토하여 자기 인식의 변화와

연관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후 나타나는 패턴들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비교하고 자료의 의

미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서 범주를 분류하고 그 속성에 따라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김인숙,

2016). 이를 토대로 전사본을 다시 살펴보며 범주에 적합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찾아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분석자간 의견 조율을 위해 논의와 자료 재검토를 반복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 작업은 유아교육전문가 1인, 참여 연구자 2인이 함께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기반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

들이 어떤 자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배움의 과정

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탐구에 집중(Pinar, 2013)하면서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 어머

니들의 자기 인식 관련 경험은 ‘부모로서의 나’, ‘공동체에서의 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서의

나’ 등 3개 범주의 9개 하위범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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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로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

육이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란 어떠한 존재이며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과 배움

을 나누며 부모로서의 자기에 대해 통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1)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 들여다보기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정에 신체적 소진 등으로 인해 자녀

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소모되거나 매몰되어 버리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C: 저는 이번 방학동안 하루 3끼를 다 해줬거든요.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간식도

해야 하고 내가 밥순인가.. 기곈가..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밥을 계속 같이 먹으니까 건강해진 건

사실인데..저도 솔직히 밥을 해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J: 법륜 스님 책 중에 사람은 단순하면 뭐든지 순리대로 흘려간다. 내 하나쯤 베풀면서 살면 긍정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모인 사람은 뭔가 바라게 되지만 조금은 더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내 하나쯤 고생하고 말지 이럼 모든 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중략)

B: 이책에 ‘저는아이를낳고몹시불행한삶을살고아이키우는게 적성에맞지않아요.’라는 이야기가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 같은경우는아이를키우면서생산성보다 소모된다는느낌을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소모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 같아요. (2018.2.7)

살면서 제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낀 게 저희 아이 키우면서 제가 나의 볼 일을 문을 열고 봐야 했을

때 나의 존엄성이 심하게 훼손된 느낌이었어요. 그것만은 정말 문을 닫고 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울고

아이를 보면서 집중할 수 없는데 나의 배는 아프고 그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일을 치루고 나와

서 시원하지 않은데 아이를 안으면서 내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거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엄성인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다른

그 어떤 힘든 것보다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 아이가 8살인데 꼭

제가 중요한 일을 볼 때 엄마를 불러요. 부를 때마다 ‘엄마 화장실에 있어’ 하면서 그 시간조차도 뭔가

날 침해받는 그런 느낌이 힘들어요.

(2018.9.19. B)

제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여어머니들은 B와 같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자기 소

모가 삶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않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들여다보며 자녀를 바

라보는 자신의 시선과 태도에 변화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녀양육 속에서 느끼는 조바

심, 불안 등 감정의 들끓음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려놓아야 함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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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이아몬든 원석이라고 하는데 다 다이아몬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기대치를

빨리 접자는 생각을 해요, 나도 큰 아이 어릴 때 다 해줬지만 너의 몫이 이거구나 싶고, 부모는 빨리

인지를 하고 봐주는 거,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탓하지 않는 것이 나의 역할은 이거구나 싶어요.

작은 아이가 또 다른 개체가 태어나서 또 다른 거예요.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 아이는 아이대로 다르니

이게 맞다고 말할 수 도 없고,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도 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꾸준히 지켜봐주

면서 나를 낮추면서 나의 내면을 닦으면 그 애를 보는 거죠.

(2018.2.14. C)

나를 돌아보면서 참여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자녀와 동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녀와의 분

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도 애만큼 커요. 애가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랑 또 틀리더라고요. 엄마도 아이처럼 계속 성장하더

라고요. (2018.9.19. G)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돌봄이 없으면 누구도 못 돌볼 것 같아요.

자식도요. 이 모임을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 생산성을 가장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

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애한테도 잘하게 되고 그런 거 보면요.

(2018.2.7. B)

참여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소모하

는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특히,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부모로서

자신을 소모시켰던 자녀양육이 자기 돌봄을 통해 자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2) 다른 엄마 속에서 나 들여다보기

참여어머니들은 양육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서로

의 고민에 공감하며 자신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졌고 고민에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들

여다보는 과정 자체에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엄마들한테 양육할 때 이렇게 하

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딱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언니들의 여러 경험이나 생각들을 듣고 내 생각

도 이야기하게 되면서 엄마로서 내 중심을 찾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갖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7.4.12, I)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자기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엄마에 대한 이해로 확장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 이러한 변화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한 자기 성숙의 결과

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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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내 기준에서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오바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을거야 라고 생각

하면 그 애한테 과하게 떠먹이거나 깎아주거나 하면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던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2018.9.6, E)

공동체에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국 자기 성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

는 거죠. 나는 왜 그런 말을 할까? 라든지 나는 왜 그 꼴을 못 볼까 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2018.9.6, F)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엄마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적 인식을 갖

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자신감은 밖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참여의 욕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옆에 있는 엄마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해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려고 하면 그 때부터 불행해

지고 죄책감 들고 하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어차피 애들

도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 훌륭한 자질의 아이들이 되었을텐데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내

가 잘 하고 있으니까. (중략)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여유를 가지고. 전 엄마들하고 이 모임하면서 예전에

는 수동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뭔가 좀 깨어나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략)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헤쳐 나가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구

나. 나도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괜찮겠다

싶고 그래요. (2018.4.29, C)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반복적인 과정

을 거치면서 나를 이해하였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기도 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2. 공동체에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하나의 의례로서의 정서적

공유, 환대와 연대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한 내

아이의 엄마에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하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기여하고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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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하는 경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의례를 통한 정서 공유

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학습공동체 모임은 주기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참여어머니들

에게 일종의 의례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의례는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

하는 메커니즘으로,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Durkheim, 1992).

의례에서의 핵심은 구성원들 간의 정서 공유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독하게 외로웠어요.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랑 하루 종일 부대끼다가 그저

창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중략) 내가 미숙해서 나만 갖는 힘듦이라

고, 나만 이렇게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랑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는 하지만

어디 이런 걸 아나요? 그런데 이 모임을 하면서 나만 그랬는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

했는데, 저 엄마도 그랬구나 하고 탁～느껴지면서 별 말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동변

상련이죠. (2019. 9. 20. B)

의례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경험 속에서 갖는 정서적 소통과 공유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 전업주부인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정서적으

로 따뜻한 지지를 받거나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워(이영경, 김은주, 2016) 위의 B와 같은 외로움

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학습공동체가 하나의 의례로 작동하여 심리적 지원을 하는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처럼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어요. 엄마들에게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2018.9.27. H)

의례가 성립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상호 간의 정서적 교류

를 통해 함께 하고 있다는 공현존(co-presence)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ollins, 2009;

Giddens, 2006). H의 표현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에 대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자녀양육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는 공현존의 심리적 지원이다. 공현존

의 느낌은 구성원에게 내적 충만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동기를 부여하여 모임에 몰입

하게 한다(Ling, 2009).

오늘 밥을 먹자고 (자녀 학급)반모임 밴드가 왔는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여기를 올 것인가 반모임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내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반모임은 뭐라고 할까 평가라기보다

는 나의 솔직한 모습을 힘든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당당히 말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모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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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오고 싶은데 거기가면 눈치도 보고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보고 서로 만나면서 진짜 그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기보다는 뭔가 정보가 있는가, 요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정보

를 얻으려고 가는 자리죠. 비슷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반모임은 여기와 달리 되게 피곤하니까 안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2018.9.13. B)

이처럼 B는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자녀의 학급 어머니모임이 아니라 학습공동체 모임을 선

택한 이유로 구성원 간의 정서 공유를 강조하였다. 함께 있다는 느낌이나 상호 간의 정서적 교

류가 결여된 모임은 강요된 의례로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피로감을 주거나 심리적 에너지

를 고갈시키므로 Collins(2009)는 이를 실패한 의례라고 하였다. 이에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

신들의 모임을 성공적인 의례로 만들어가고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다.

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유쾌한 경험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왔을 때 반모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오고 싶지. 그게 뭐 예를 들어 정보를 얻고 이익을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

만 거기 그 모임에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언니가 있는데 정말 그 언니가 웃겨 그 언니랑 만나면 너무

재밌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듯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돌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임처럼 모임 그 자체가 유쾌한 분위기여야 하지 않을까요? (2018.9.19. G)

공동체는 의례와 그 의례 속에서 만들어진 정서와 기억들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 및 강화된다

(Collins, 2009; Wulf, 2013). B의 표현처럼 부모 모임은 재미와 유쾌함의 정서를 산출하며 상호

간의 정서 공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 부모가 자기와 외부의 환경에 대한 시선을 확장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환대와 연대 속에서 공동체적 정체성 형성

환대와 연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환대에서 시작된다. 환대는 그 존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참여어머니들은 모

임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이 모임에 와서 제 이름을 불리워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라 언니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졌는데...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온전한 나가 되는 것 같아 이 모임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2018.9.19. F)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내 이름을 듣는다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은행이나 고객센터랑 통화할 때나 듣지. 우리처럼 전업주부들이나 나이 들어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아니면 자기 이름 듣기 어렵죠. (2018 .9.19. B)

참여어머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로서 취업모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가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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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구성원 간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환대의 중요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공동체 내에 존재의 자리를

만드는 환대 행위이다(김현경, 2015). 참여어머니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며 보

다 확장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에서 구성원 간의 관심과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영의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초반에 그런 뻘쭘함! 사람들의 환대나 그런 게 없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략) 인정받고 서로 알아주는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컨설턴트가 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알아봐주는 것 그 사람의 장점 같은 거 예를 들면 아침에 누굴 만났는데 예쁘다 하면 하루

가 기분 좋고 좀 예쁜가 하면서 거울 한 번 더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컨설턴트가

돼서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봐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심 받고 싶잖아요. 아무도 우리

에게 관심을 안 기울여 주니까 내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밥 먹었니? 몸이 괜찮니?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고 신랑도 그래 안 해주고 애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줘야 되고... 관심 받고 싶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되게 큰 거 같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작은 관심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2018.9.13. B)

사람이 어떤 모임을 할 때 친한 사람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딜 가도 환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는 애는 별로 안 미워요.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고 공동체가 되면 수용이 되더라고요. 아는 아이가 뛰는 소리는 그렇게 안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했으니까 외부 모임을 했을 때 소극적인 엄마를 위해 ‘어~오

셨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2018. 3. 7. H)

교육공동체는 강력한 정서적 결합체로서 심리적 안전감, 소속감, 개인 상호간 및 집단 간에 관

련을 맺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정계숙, 박화춘, 구신실, 김효정, 박희경, 손환

희, 2018). 이러한 환대의 경험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밑거름

이 될 수 있다. 또한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의 지속성을 위해 상호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공동체 공부를 하고 있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의식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뭉쳐서 역할들

을 해야 돼요. 서명도 혼자 말고 둘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잖아요. 그냥 의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뭉쳐야 할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2017.3.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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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연결할 수 있는 공동의 무엇인가가...

G: 연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8.9.27.)

공동체를 끊임없이 지속하려고 하면 각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런 게 안 쉬운 거니까 이를 위해 서로

에게 정서적인 격려와 힘을 북돋워 주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

마음이 동하고 통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치는 게 문제잖아요. (중략) 개개인의 격려하는 용기를 북돋

아주고 하면 이게 지속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18.9.27. C)

이처럼 참여어머니들은 모임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향후 컨설턴트로서 다른 어머니들과의

모임 결성 시 공동의 연결고리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어머니들

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3) 사회적 엄마로 성장하기

어머니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정계숙, 박희경, 이지

연, 2017)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본 양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머니들은 우

리 시대에 대한 시대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내 아이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키우는 엄마임을 인지하였다. 즉, 내 아이의 엄마에서 사회적 엄마로서 자신을 각성하기 시

작하였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자체가 세월호 부분에서도 그렇고 조금 늦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여기저기 너무 깎아 놔서 아이들이 뛰어 놀 곳도 없고, 내가 뭔가 얘기하자니

내 목소리는 너무 작을 수밖에 없고. 고리원전 이야기 하셨는데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만 되는 거예

요. 이 시대에 저도 살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받아내야 할 몫인데, 이 발전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중에는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얘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 속에서 저도 돌아보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삭막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2017.3.15. N)

집에서 돌봄을 잘 못 받아서 냄새나는 다문화 아이가 우리 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선은 우리 아이한

테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냄새난다고 놀리지 말고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

에게 만이라도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 샤워를 못했나보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다른 환경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품으려고

하는데 그 시선이 동정이라면 그걸 아이도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흴 돌봐주는 거야 하면 아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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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싫을 수도 있고 너무 불쌍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냥 평등하게 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8.3.7. B)

사회적 엄마로서의 각성은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해 앞으로 유아교육

공동체 컨설턴트로서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며 양육에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들의 지지자 역

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북돋워 실천으로 사고가 확장되었다.

개선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넘어가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어우러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다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 묵인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개선해 나가

야한다고 생각해요. (2017.3.24. E)

책에 보면 감정이 전이된다고 나오잖아요. 한 단계는 15프로 그 다음 단계는 6프로 전달되면서 이런

영향력이 임금이 올라가는 행복감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으

면 좋겠지만,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행복해져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동체의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긍정적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

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8.1.31. A)

한 가정에서 ‘내 아이’의 엄마에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자기 역량

을 발휘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고민은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집단적 관계에 적응하는 사회적

역량(정계숙, 2016)과 깊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부모

로서,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리사회적 욕구(최은아, 2014)를 충족시켜,

다른 아이들이나 학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힘들어하는

다른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북돋우었다.

3.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나

참여어머니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이를 위해 갖춰야할 역량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발

적으로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지역사회에 만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였다.

1) 공동의 목표 세우기

참여어머니들은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는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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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교육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한 요건이라는 주장(정계숙 등,

2016)과 일맥상통한다. 공동의 목표 세우기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걸음

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옛날 마을은 우리나라는 공동사회였잖아요. 그리고 두레 뭐 농경중심의 문화여가지고 그게 생업이었고

우리나라 주 산업이었으니까 이거를 마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계절 절기 다 이렇

게 협동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게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각박해진

것도 있지만 1차 산업이 아니 다른 산업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니까 그게 더 안 되고 다시 이제 바쁘게

살다보니까 옛날의 그런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마을 공동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시 그거를

자연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공서 중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된다

든지 아니면 구청 같은데서 지원 사업을 꾸려가지고 하죠. 이제 또 현대적인 마을로 아파트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같아서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마을 형태가 형성

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고 옛날에는 생업이었고 요즘에

는 필요에 따라 목표에 의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2018.10.15. H)

뭔가 구축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략) 공동 목표가 있어야 이게 축이 다른 데로 관심이 안가고

그 축을 중심을 잡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 모임은 만들기도 쉽지만 깨지기도 쉽기 때문

에 시간과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지 (중략) 자연스럽게 모임을 이룬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그게 또 유지가 되죠.

(2018.9.13. A)

나는 이런 공동체 공부를 해서 부모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

울 거 같고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8.9.19. E)

그리고 그들의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의 공동의 목표는 함께 하는 어머니들을 공감하고 위

로해주는 것이었다. 즉, 자신들이 본 양성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공감과 위로받았던 소통의 장을

컨설턴트로서 다른 어머니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육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이 기본이 되어야지 연대도 되고 책임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서

전 엄마들 사이에서는 공감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 왜 유치원 가서도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여기 왔던 이유가 저는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던 것 같다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만 만나고 안 만나다가 여기 오니까 서로 소통하다보니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공감이 밑바탕이

되어야지 서로 신뢰 저는 솔직히 이렇게 3년 동안 하면서 알게 모르게 되게 믿음이 있는 거 같고 신뢰가

이렇게 쌓인 것 같거든요.

(2018.9.2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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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들은 애기를 낳고 남편을 챙겨야 되고

정말 나 자신은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챙겨 받고 싶고 위로의 공간이 있으면 해요.

(2018.9.27. F)

내 아이 중심의 사고에서 비슷한 연령의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 참여어머니들의 이러한 목표에 대한 인식은 돌봄의 지평(조윤경,

민웅기, 2012)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동체 실천 역량 연마하기

공감과 위로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갖춰야할 여러

실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은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컨설턴트의 신뢰와 열린 마음 그리고 동조에 대한 강요 없음이 기반

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고민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가기 위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4.19. A)

저는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신뢰가 필요하구나. 신뢰가 없으면 공동체 자체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 에요. 신뢰하면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 느낌. 누굴 의심하거나 그걸

계속 다른 눈으로 보면 본인이 사실은 제일 괴롭지 않을까하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요. 제가 며칠 전에 미움 받을 용기인가?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화체가 너무 거슬려서 읽지 않았어

요. 자네 이러면서(웃음) 읽다보니까 짜증이 살 나서 안 읽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읽게 됐는데

거기 공동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있고 우리는 친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이 책과 모든 것이 상통하지 않나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 믿자. 이런

생각했었어요.

(2018.9.19. B)

학교 활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이런 스터디 써클이 아니고 학교는 아이들에 의해 이해관계에

의한 공동체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강요하는 분위기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요로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그 공동체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아니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해라라든지, 왜 안 하냐, 동조해라, 너 왜 반응이 없냐,

너 왜 내 편이 아니야, 왜 우리 라인 안 서는 거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략) 공동체기 때문에 강요

되는 느낌 그걸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맞춰야 되나? 내가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2018.9.19.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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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턴트에게는 설득과 조율

및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소통의 역량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갈등이 있을 때 설득이 중요한 거 같아요. 어머니 중에 말을 조리 있게 똑똑하신 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와의 갈등에서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냐. 아무 한 거 없이 그냥 거수만 하고 말이 되는 겁니

까. 중요한 건 사람이 나와 다르면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설득, 설명의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공지가 다가 아니고 조율도 설득의 하나인데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니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2018. 9. 13. A)

1단계 실습을 마치고 어머니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다른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에 맞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후 경험들을 통해서 전

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역할은 컨설턴트로서 어머니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우선

이라고 인식하였고, 이에 신뢰와 열린 마음과 같은 실천적 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

었다.

3) 교육공동체 구현의 장 만들기

참여어머니들은 본인들이 학습공동체에서 얻은 긍정적 경험이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필요하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컨설턴트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를 충족시

켜주는 실습 기회가 본 양성과정에서 주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저희도 이렇게 공동체 수업을 하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얘기하니,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나오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

고 토의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봐도 이런 게 잘 없고, 개인이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개인이

하기 보단 사회적으로, 혹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려는 노력들

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7.3.30. M)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리는 것 말고 책을 가지고 읽게 한다든지 배우는 것을 어떤 집을 오픈해서

배운다든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

은 하는 것 같아요. 장소가 있어서 같이 책을 읽고 다 같이 밑반찬을 만들던지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2018.4.19. A)

초기에는 참여어머니들이 자녀가 재원 중인 유아교육기관 차원에서 부모 모임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으나, 1급 과정이 끝나갈 무렵에는 부모들이 직접 지역사회 속에서 그 장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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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는 구체적인 고민과 시도를 시작하였다.

공동체 교육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18 9.13. H)

저는 처음에는 원장선생님의 권유가 있어 오긴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모임이 독특한 조합이잖아요. 서로

다른 유치원의 여러 엄마들, 연령대도 다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르고...거기에다 교육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참신함도 있었고... (중략)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얘기들이 나왔을 때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배워요. 애들을 키우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학교

에서 모임을 하고 하면서 내가 대하는 자세도 늘 조금씩 이곳을 왔다 가면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도 발견

하고...이 모임이 공공의 장이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뭔가를 기여하는 것 같고 좋아요.

(2018.9.19. C)

옛날처럼 그런 평상이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우리 아파트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서 그러한 공간이 이루어진다면 주거문화는

바꿀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골목을 뛰어나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그런 공간을 혹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옛날 마을 문화처럼 안 되더라도 공동

체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2018.9.27. B)

교육공동체 구현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어머니들의 행동은 구

청이나 학부모지원센터 등 부모 동아리나 모임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스스로 찾아보고 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실천행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들의 고민은 지식의 내면화

중심의 학습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공동체로 나아가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도약을 위해 함께 한 엄마들과 지역사회 내 나처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다시 머리를 맞대니 이 설레임은 나의 생활에 또 다른 활력

소가 되고 있다. 따공맘 2기도 들어오게 된다면 나와 같은 경험을 가졌으면 한다. 더 이상 엄마로서의

모습만이 아닌 온전한 나로서 이번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18. 12.27. H의 부모 모임을 마치며 ‘자기에게 쓰는 편지’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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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참여어머니의 부모 모임을 마치며 ‘자기에게 쓰는 편지’

참여어머니들은 사회적 엄마로서 교육공동체의 장을 만들고자 지역사회 기관(육아종합지원센

터, 학부모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에 여러 시도를 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다

른 부모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이,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확장되어, 어머니들은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끝난 후에도 자

발적으로 주기성을 갖고 부모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된 문제

와 주제인 도메인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접근 방식인 프랙티스 그리고 친밀감과 신뢰를 형

성해가고 상보적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 자체가 필요하다

(Wenger, McDermott, & Snyder, 2002).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참여어머니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

춘 실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역량을 연마하

는 모습을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장기적 목적 하에 수행된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양

성과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기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와 다른 어머니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5권 제4호

106

변화하는 경험을 가졌다. 연구 결과에서처럼 어머니들은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소진과 책임과

혼란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소모로 자신이 소멸되는 것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저 출산 사회에서는 대체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부모역할이지만 자

녀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출산이전 보다 더 많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이 시기

부모의 일반적인 연령적 경향성으로 인해 다른 시기의 부모에 비해 부모 역량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Unell & Wyckoff, 2000; Pennings, 2013). Adler(2015)는 부모교육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양육

역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부모 스스로 통찰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부모에게는 양육 역량 외에 부모 개인의 심리·정서

적인 내적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계숙과 최은실(2013)은 오늘날의 부모에게는 양육 역

량, 자기체계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모의 내적 역량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학습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진 본 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참여어머니들은 종래의 일방향적 대집

단 강의식 부모교육에서 탈피하여, 관련 도서를 읽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비슷한 시기의 자녀

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부모로서 자신의 삶과 자녀와의 관계를 수

용하고 이해하며 반복적으로 통찰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과

정이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기수용과 이해 경험은 자신에 대한 물음 깊은 사색

과 탐색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자기 삶

에 변화를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박재희, 최선남, 2015)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일

상에서 부모로서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를 다른 부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부모에게 있어 육아(育兒)는 나를 기르는 육아(育我)이기도 하다(손환희, 2017). 이를 위해서

Pelzer(2016)는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유하고, 그 해답을 찾는 과

정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를 지원하는 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사유의

내적 창발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부모가 배움에 대한

민감성과 주체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양혜련, 2017)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습공동체 기반의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통한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의 변화는 교육공동체 형성

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와의 파

트너십을 강조(정계숙, 윤갑정, 손환희, 2015)하지만 실제 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

인으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참여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 부모됨에 대해 돌아보

는 사유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주체적

인 자각과 지금-여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점점 공동

체성을 잃어가는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

는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참여어머니들의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자기 인식은 공동체에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학습공동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은 참여어머니들에게 의례로서

작동하고 있었고 구성원 간의 환대와 연대를 통해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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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는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사회적 정서와 유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Durkheim, 1992)으로 공

동체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원할 수 있

는 긍정적인 측면이 최근 교육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윤갑정, 2016; 이병준, 2013; Deal &

Peterson, 2016; Scully & Howell, 2008). 하나의 모임이 의례로서의 긍정적 기능이 작동되기 위해

서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경험 속에서 갖는 정서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유아기 자녀

를 둔 어머니는 성인 역할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손환희, 2017) 따뜻한 정서적 소

통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참여어머니들에게 있어 학습공동체 모임은 3년여의 긴 기간 동안 주

기적으로 지속되어 돈독한 정서적 공유 경험을 통해 어머니 간에 따뜻한 환대와 함께 하고 있음

을 느끼는 장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간의 연대 필요성을 인

식하고 이 모임을 통한 경험을 다른 엄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힘이

발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

사회는 부모가 관계적 교류의 따뜻한 정서와 기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례를 개발하고 활

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학습공동체 모임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정보 취득이나 역할 훈련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김길숙, 2017; 김혜경,

2018; 조경희, 2018; 유진희, 김진숙, 2018)과는 달리 변형적 부모교육과정 모형에 기초하여 자신

이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부모로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

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부모들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내 아이만을 위한 보살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

내는 사회적 보살핌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엄마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

에게 사회참여의 경험은 자신의 내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동시에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 성찰적 지지기반을 제공해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나 경험이 제한된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참여어머니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원한 것

으로 부모교육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되

기 쉬운 어머니들의 목소리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 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녀의 첫 사회생활 터인 유아교육기관은 전업주부인 어머니에게도 첫 사회적, 공적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동체를 향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셋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한 참여어머니들은 점차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

한 컨설턴트로서의 정체감이 확고해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학습공동체를 통해 자녀와 자신의

삶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서부터 배움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지

게 되었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과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자신들의 역할을 구체적으

로 모색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으로 발현되었다. 이는 본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추구한 변형적 부모교육 형태(Thomas & Footrakoon, 1998)는 가족중심 사고에서 벗

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의 발현과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

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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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참여어머니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지역사회에 마련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양성과정 참여 기간 중에 그리고 종

료 후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토의하고 부모모임 운영에 대한 계획

서를 작성해 지역사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및 구청 등에 제안하는 등, 자율적

으로 모임을 이어가며 컨설턴트로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

였다. Katz 등(2011)과 Wagner 등(2002)이 지역사회의 어머니를 준전문가로 교육하여 가족을 지

원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던 것처럼 앞으로 참여어머니들의 이러한 발현적 역량이 실생활에

서 개화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즉,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내 기관 간에 자

생적인 준전문가 부모모임을 돕는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체계

가 제공된다면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어머니들의 사회적 역량 증진과 함께 컨설티 어머니들

의 자녀양육에 대한 고립감과 불안 해소를 도와 친 가족사회(family friendly society) 구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Taylor, Marienau 그리고 Fiddler(2000)는 성인발달이란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얻어진 태도, 가치 및 경험에 대한

이해의 질적 변화 과정이라 하였다. 참여어머니들의 자기 인식의 변화가 교육공동체 구현 역량

발달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총 3단계로 구성된 유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양성과

정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컨

설턴트로서 자기 인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프로그램이 3년에 걸쳐진

장기적 진행 문제로 어머니들의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성숙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또한 3단계까지 완수한 어머니들은 1단계 참여어머니의 57%에 그친 제한점이 있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실시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럼에도 본 유아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 정체성

인식의 변화와 같은 의식화와 교육공동체 실천 역량의 함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공동체

를 지향하는 유아교육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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