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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to research their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of a parent teacher as a volunteer(PTV) in the 

kindergarten. The subjects were mothers (N=127) in Choongbuk Province who had had volunteer education as a teacher 

assistant.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ir completing a questionnaire about Parenting efficacy and a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PAAT). The results include as follows: firstly, in PTV's parenting efficacy, ‘the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children 

are attending’ is an important variable. Secondly,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children attending’ are important variables in volunteer parents' parenting practices. Besides,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in volunteer activity’ are important variables in parenting 

practices of ‘control/permission’ and of ‘teaching/learning’, and in general parenting practices. Finally, ‘parenting efficacy’,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sex of children’ are important variables in volunteer teachers' parenting practices.

Key Words : parents as a volunteer teacher, parenting practice, parenting efficacy

Ⅰ. 서론

유치원에서의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운영은 부모참여의 

한 형태로서 부모 자신의 자아성취감과 보람을 갖게할 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 및 교

사로서의 역할능력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박화윤․최

재숙, 2001). 학부모가 유치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

은 유치원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가정까지 연장 될 수 있도

록 가정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유치원은 학급보조 

자원 봉사자로서의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부모의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에 더하여, 학부모로서의 운영

참여 및 의사결정권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육기

관과 부모 모두에게 스스로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꾸준히 

재검토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진영란, 2002; Berger, 1991; 

Epstein, 2000; Gestwicki, 2000).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관련 

활동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신념이 증

가되었으며, 가정을 아동이 학습하는 환경으로서 인식하게 

되었고,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

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Berger, 1991; Coucheneur, 

Chrisman, 2000; Epstein, 2000; Powell, 1989).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의 지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가르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유아기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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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부모들이 자

녀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이다. 부모

들은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Clark, 1997). 부모들은 자녀

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

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행하는 교사로서 부모

의 역할은 인간실현의 시작이며(Clark, 1997) 이런 활동은 

자녀로 하여금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Alvino, 1983; 전귀연·김수경, 2005, 재인용). 이렇게 교

사로서의 부모역할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지대하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들

은 자녀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가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 확

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교사로서의 부모의 노력이 지속

되려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충분

한 이해와 자신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부모와 기관

의 파트너쉽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기관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을 계획하여 부모들

이 유치원 교육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건설적인 

파트너쉽 유지와 자원봉사자로서 부모들의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 연수’로 올바

른 유아교육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강조하

고 있다(교육부, 2000). 학부모는 이런 교육을 통하여 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태도를 갖추

고, 특히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모델을 갖지 못한 부

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자로 참여할 

때 부모들은 좀 더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Epstein, 1984). 

이런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전인옥․이경옥, 1999; 

현온강, 1994; Abidin, 1992; Brody, Flore, & Gibson, 

1999; Mash & Johnston, 1989)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

녀발달간의 일차적 관계만을 다루기보다는 부모의 양육

행동에 선행하는 인지적 특성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

능감과 같은 변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이론으로, 자

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Johnston & 

Mash, 1989; 신숙재, 1997, 재인용)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과거수행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수행수준을 더 잘 예측하는 것이다(Bandura, 

1997).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

의 삶은 개인의 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높

은 양육효능감을 가진 부모는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을 

보이며(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우희정․이숙, 1994; 

Mondell & Tyler, 198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자

녀 관계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효능

감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전인옥․이경옥, 1999; 우희정, 

1993).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 자녀연

령, 아버지의 학력과 같은 변인(문혁준, 1999; 전인옥․이

경옥, 1999; 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우울감과 결

혼만족도와 같은 부모의 심리적 상태(김기현, 1998; 우희

정, 1993), 그리고 자녀양육과정에서 배우자의 조력과 자

녀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지각수준(신숙재, 1997; Frank, 

Hole, Jacobson, Justkowski, & Huyck, 1986; Gross, 

Rocissano, & Roncoli, 1989; Teti & Gelfand, 1991; Van 

Egeren & Lower, 1999)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 양육효능

감은 자녀양육경험에 의해 영향받을 뿐 아니라(Gross, 

Rocissano, & Roncoli, 1989),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

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칭찬받은 경험은 어머니의 내

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하였다(Crockenberg, 1981). 이렇게 부

모효능감은 양육이라는 과제성취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의 과제수행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등 

과제에 대한 경험 및 사회적 지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

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주고 부모의 개인생활과 여가활용 기회

를 제약하는 등의 생활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전춘애․박성연, 1998; Belsky, 

1984; Webster-Stratton, 1988). 많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수

행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며, 자녀에게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가 부모라는 사실에 대해 확

신을 갖고 있지 못하여 강압적인 양육태도에 의존하게 된

다(전귀연․김수경, 2005; Strom, 1995). 오늘날과 같이 자

녀양육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나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상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서 교사로서 부모역할 수행은 스트레스와 동시에 좌절감

을 느끼게 하여 부모효능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교

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지속되려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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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연령 25-29세 14 11

30-34세 48 38

35-39세 48 38

40세 이상 17 13

학력 고등학교 졸업 81 64

전문대학 졸업이상 46 36

직업 주부 112 88

전문직 2 1

사무직 3 2

공무원 1 1

자영업 2 2

기타 7 6

자녀연령 3세 47 37

4세 49 39

5세 31 24

자녀성별 남아 56 39

여아 71 61

계 127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징모가 기관과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

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파트

너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데,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이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즉 유치

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나 이를 위한 일련의 교육경험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양육활동

에서 부모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또 교육실제에서 여러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조교사로서 

활동경험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양육효능

감과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변인에 따라 양육효

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2.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변인에 따라 교사로

서 역할수행에 차이가 있는가?

3.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지역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에

서 5세까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유치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32곳의 공립유치원과 5

곳의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자원봉사자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연수를 경험한 145명

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미회수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127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은 <표 1>

과 같다.

2. 측정도구 

1)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변인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부모변인(김오남, 1998; 김정희․문혁

준, 2006; 안재연, 1992; 임미리, 1997; Fox, 1995; Luster & 

Mittelstaedt, 1993), 자녀변인(양정선, 1997; 이남기․박정

희, 1995; 임희수, 1994; Johnson, 2001; Someya, Uehara, 

Kadowaki, Tang & Takahashi, 2000), 그리고 자원봉사경

험에 대한 질문들을 선정하였다.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연

령, 최종학력, 배우자의 학력, 직업,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

을 선정하였다. 자녀관련 변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그리고 자녀의 교육기관 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변인으로는 자원봉사 경험유무와 자원봉사

자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을 선정하였다. 

2)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효능감 척도는 Gibau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SOC는 부모효능감(9문항) 요인과 부모로서의 

불안감(4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3개 문항으로 되

어있다. 부모효능감은 인지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이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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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양육효능감 합

M(SD) M(SD) M(SD)

연령

① 25-29 14 27.43(4.47) 11.64(3.00) 39.07(3.71)

② 30-34 48 29.13(4.66) 10.77(2.50) 39.90(3.87)

③ 35-39 48 29.46(4.76) 11.50(3.22) 40.96(4.82)

④ 40이상 17 30.35(4.71) 11.00(2.42) 41.35(4.01)

F 1.05  .68 1.24

학력

① 고교졸업 81 28.84(4.64) 11.25(3.12) 40.09(4.34)

② 전문대졸업이상 46 29.91(4.82) 11.04(2.26) 40.96(4.14)

F 1.53  .15  .27

<표 2> 자원봉사자들의 양육효능감의 차이검증

로서의 불안감은 정서적 차원의 양육효능감으로 구분된다.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그리고 ‘아주 

그렇다-5’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에서 높

은 양육효능감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각 영역별 

Cronbach's α계수는 부모효능감 요인 .83과 부모로서 불안감 

요인 .75이다.

3) 교사로서 역할수행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 척도는 

Strom(1995)이 개발한 ‘교사로서의 부모척도(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PAAT)’를 진선미(1999)가 번안․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AT는 부모로서 부모-자녀간 상

호작용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다

양한 행동에 대해 어떤 근거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각 하위 영역에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모의 

교사로서 역할을 나타낸다(Strom, 1995). 교사로서 부모 

척도는 창의성(10문항), 좌절/인내(10문항), 통제/허용(10

문항), 놀이(10문항), 그리고 교수/학습(10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그리고 ‘아주 그렇

다-5’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에 교사로

서 양육태도를 취하거나, 교사로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창의성 영역 .65, 좌절/인내 영역 .84, 통제/허용 영역 .54, 

놀이 영역 .64, 그리고 교수/학습 영역 .73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각각의 변인에 따른 유치원 자원봉사자들의 양육효능감과 

교사로서 역할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

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 e′방법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련 변인들, 양육효능감, 그

리고 교사로서 역할수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을 가

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차이

부모변인, 자녀변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차이를 수행

하였고,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양육효능감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자녀의 교육

기관 설립유형이었다. 국․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 자원봉

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M=28.85, SD=4.72)

이 사립유치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부모

효능감(M=31.14, SD=4.28)보다 낮았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부모

로서 불안감(M=10.98, SD=2.87)이 사립유치원에서 자원봉

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M=12.38, SD=2.33)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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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양육효능감 합

M(SD) M(SD) M(SD)

배우자 

학력

① 고교졸업 73 28.88(5.01) 11.10(3.11) 39.97(4.21)

② 전문대졸업이상 54 29.70(4.28) 11.28(2.43) 40.98(4.33)

F  .96  .13 1.74

배우자

직업

① 전문직 11 29.45(4.08) 11.09(2.34) 40.55(3.21)

② 사무직 18 30.17(4.30) 10.06(2.51) 40.22(3.89)

③ 공무원 28 28.75(4.13) 10.82(2.82) 39.57(3.91)

④ 자영업 24 30.25(4.14) 11.13(2.92) 41.38(3.57)

⑤ 단순노무직 11 28.64(4.32) 11.73(4.10) 40.36(3.70)

⑥ 기타 35 28.54(5.95) 11.91(2.54) 40.46(5.57)

F  .61 1.23  .46

자녀

연령

① 3세 47 28.66(4.50) 11.19(2.82) 39.85(3.88)

② 4세 49 29.65(4.42) 10.67(2.84) 40.33(3.90)

③ 5세 31 29.42(5.48) 11.94(2.74) 41.35(5.29)

F  .56 1.92 1.17

자녀

성별

① 남아 56 29.61(3.50) 10.79(2.46) 40.39(3.14)

② 여아 71 28.93(5.49) 11.48(3.07) 40.41(5.01)

F  .65 1.89 .00

자녀

교육

기관

① 국․공립 106 28.85(4.72)a 10.93(2.87)a 39.78(3.96)a

② 사립 21 31.14(4.28)b 12.38(2.33)b 43.52(4.51)b

F 4.26
*

4.72
*

14.90
***

봉사

경험

① 있음 54 29.69(4.22) 10.96(2.55) 40.65(4.49)

② 없음 73 28.89(5.05) 11.33(3.03) 40.22(4.13)

F  .88  .52  .31

봉사

참여

동기

① 순수봉사정신 23 28.61(4.51) 11.74(3.33) 40.35(3.65)

② 자기발전 19 30.16(4.48) 11.58(2.41) 41.74(3.54)

③ 보람있는여가 27 27.93(3.27) 10.67(2.76) 38.59(3.54)

④ 유아교육이해 58 29.78(5.33) 11.05(2.79) 40.83(4.82)

F 1.34  .7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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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는 사후검증의 결과로,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2. 변인에 따른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 차이

부모변인, 자녀변인,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변인에 따른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차이를 수행하였고, 유의한 집단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

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창의성에 대한 부모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 아

버지의 학력, 그리고 자녀의 교육기관 설립유형이었다. 통

제/허용에 대한 교사로서 부모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집단

차를 보이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과 봉사활동에 참여동

기였다. 교수/학습에 대한 부모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에서 

유의한 집단차를 보이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과 봉사활

동 참여동기였다. 

3. 자원봉사자 관련 변인, 양육효능감, 그리고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의 관계

학부모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의 관련 변인, 양육효능감, 

그리고 교사로서 역할수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자 관련 변인과 같은 질적인 변인들간의 상관관

계는 양분상관계수와 유관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질적인 변인과 양적인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양류상관계수

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학력변

인,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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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창의성 좌절/인내 통제/허용 놀이 교수/학습 합

M(SD) M(SD) M(SD) M(SD) M(SD) M(SD)

연령

① 25-29 14 32.00(3.66) 32.57(3.23) 33.14(4.07) 33.79(2.04) 33.07(3.38) 164.57(12.88)

② 30-34 48 32.10(2.93) 33.33(2.86) 33.98(3.21) 33.04(2.71) 32.73(3.21) 165.19(10.38)

③ 35-39 48 31.79(2.61) 32.83(3.07) 32.65(3.19) 33.52(2.66) 31.52(3.12) 162.31(8.76)

④ 40이상 17 31.41(2.92) 32.94(4.66) 33.29(5.27) 33.53(2.55) 33.47(4.52) 164.65(17.50)

F .27 .29 1.09 .45 1.97 .56

학력

① 고교졸업 81 31.07(2.47)a 33.19(2.94) 32.54(3.30)a 33.28(2.26) 31.60(2.98)a 161.69(8.98)a

②전문대졸업이상 46 33.30(2.99)b 32.70(3.72) 34.61(3.85)b 33.52(3.11) 33.83(3.75)b 167.96(13.61)b

F 20.42*** .67 10.17** .25 13.48*** 9.73**

배우자 

학력

① 고교졸업 73 31.33(2.94)a 33.00(2.84) 32.75(3.95) 33.48(2.50) 32.21(3.61) 162.77(12.16)

②전문대졸업이상 54 32.63(2.62)b 33.02(3.73) 34.02(3.04 33.22(2.72) 32.69(3.20) 165.57(9.77)

F 6.65* .00 3.85 .30 .60 1.95

배우자

직업

① 전문직 11 32.45(2.73) 33.64(3.04) 34.91(2.47) 33.18(2.36) 33.45(3.30) 167.64(9.05)

② 사무직 18 32.61(3.15) 34.33(3.12) 34.00(3.31) 33.06(2.65) 32.06(3.28) 166.06(8.56)

③ 공무원 28 32.21(2.60) 31.46(3.58) 32.18(3.64) 33.04(2.71) 32.21(3.50) 161.11(10.94)

④ 자영업 24 32.67(3.19) 33.00(2.98) 33.00(4.13) 33.71(2.71) 33.04(2.82) 165.42(11.62)

⑤ 단순노무직 11 29.45(1.92) 33.64(2.58) 32.18(3.63) 34.64(2.25) 32.91(2.88) 162.82(9.56)

⑥ 기타 35 31.29(2.63) 33.17(3.14) 33.86(3.58) 33.23(2.58) 31.83(4.05) 163.37(13.39)

F 2.82 2.16 1.54 .78 .66 .84

자녀

연령

① 3세 47 31.96(3.27) 33.19(3.42) 33.77(3.70) 33.43(2.36) 32.34(3.30) 164.68(11.16)

② 4세 49 31.55(2.68) 32.47(3.32) 32.80(3.70) 33.14(2.72) 32.12(3.87) 162.08(12.19)

③ 5세 31 32.29(2.53) 33.58(2.75) 33.35(3.43) 33.65(2.78) 32.97(2.92) 165.84(9.61)

F .65 1.25 .86 .37 .59 1.22

자녀

성별

① 남아 56 31.88(3.19) 32.93(3.04) 33.29(3.57) 32.93(2.41) 32.11(3.07) 163.13(10.65)

② 여아 71 31.89(2.62) 33.07(3.40) 33.30(3.71) 33.72(2.69) 32.65(370) 164.62(11.73)

F .00 .06 .00 2.96 .77 .55

자녀

교육

기관

① 국․공립 106 31.64(2.92)a 32.98(3.31) 33.39(3.79) 33.19(2.63) 32.20(3.47) 163.40(11.92)

② 사립 21 33.10(2.32)b 33.14(2.90) 32.81(2.75) 34.29(2.19) 33.48(3.14) 166.81(6.35)

F 4.62* .04 .44 3.20 2.46 1.62

봉사

경험

① 있음 54 32.33(3.07) 33.53(3.03) 33.54(3.45) 33.07(2.83) 32.63(3.55) 165.11(10.81)

② 없음 73 31.55(2.69) 32.62(3.34) 33.11(3.78) 33.59(2.40) 32.25(3.37) 163.11(11.56)

F 2.35 2.54 .43 1.23 .38 .98

봉사

참여

동기

① 순수봉사정신 23 32.22(3.22) 32.65(2.17) 32.04(2.88)a 32.78(2.50) 32.91(2.45)ab 162.61(8.00)ab

② 자기발전 19 33.00(3.50) 34.32(3.53) 35.00(5.37)b 34.05(2.44) 33.42(4.94)a 169.79(16.62)a

③ 보람있는여가 27 30.89(2.01) 32.63(3.03) 32.33(3.36)a 32.41(2.08) 30.85(2.05)b 159.11(8.13)b

④ 유아교육이해 58 31.84(2.76) 32.90(3.54) 33.67(3.09)ab 33.83(2.76) 32.60(3.54)ab 164.84(10.66)ab

F 2.21 1.28 3.32* 2.79 2.74*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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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는 사후검증의 결과로,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표 3> 자원봉사자들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의 차이검증

서 역할수행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의 상관관계를 기초하여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

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표 4>에서 교사로서 역할수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들과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되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실시하

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부모효

능감과 학력은 창의성(27%), 통제/허용(10%), 그리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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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01 1

3  .06  .45
***

1

4  .02 -.13 -.19
*
1

5 -.01 -.15  .02  .20* 1

6 -.02  .01 -.04  .03  .14 1

7  .04  .02  .22*  .02  .21*  .01 1

8  .17 -.20* -.20*  .25***  .07  .13  .00 1

9 -.18
*
-.06 -.15  .12 -.01  .10  .11  .15 1

10  .15  .11  .09 -.08  .07 -.07  .18
*

-.08  .06 1

11  .01 -.03  .03  .19*  .08  .12  .19*  .06 -.10 -.45*** 1

12  .17  .10  .12  .03  .13  .00  .33*** -.05  .00  .81***  .17 1

13 -.07  .38***  .23* -.20*  .03  .00  .19* -.14 -.09  .41*** -.25**  .29** 1

14 -.01 -.07  .00 -.01  .03  .02  .02 -.14 -.03  .37*** -.25**  .24**  .29** 1

15 -.07  .27
**

 .17 -.03 -.06  .00 -.06 -.06  .09  .24
**

-.21
*

 .12  .36
***

 .53
***

1

16  .02  .04 -.05  .06  .02  .15  .16  .10  .11  .47
***

-.08  .46
***

 .26
**

 .35
***

 .32
***

1

17 -.04  .31***  .07 -.07  .06  .08  .14 -.06 -.06  .51*** -.16  .46***  .46***  .37***  .43***  .39*** 1

18 -.05  .27**  .12 -.07  .02  .07  .11 -.09  .00  .55*** -.27**  .43***  .65***  .73***  .77***  .62***  .76***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연령, 2. 학력, 3. 배우자 학력, 4. 배우자 직업, 5. 자녀연령, 6. 자녀성별, 7. 교육기관유형, 8. 봉사 경험, 9. 봉사활동동기, 10. 부모

효능감, 11. 부모불안감, 12. 양육효능감, 13. 창의성, 14. 좌절/인내, 15. 통제/허용, 16. 놀이, 17. 교수학습, 18. 교사로서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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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자원봉사자 관련변인, 양육효능감, 그리고 교사로서 역할수행의 상관관계

교사로서 역할수행 B β R
2

R
2
 변화량 F

창의성

상수 22.54 .28 .27 23.81***

부모효능감 .23 .37***

학력 1.99 .33***

좌절/인내
상수 25.64 .14 .13 19.45***

부모효능감 .25 .38
***

통제/허용

상수 26.00 .12 .10  8.33
***

학력 1.89 .25**

부모효능감 .16 .21*

놀이

상수 24.16 .25 .24 20.83***

부모효능감 .26 .48***

자녀 성별 .97 .19
*

교수학습

상수 19.64 .33 .32 30.00
***

부모효능감 .35 .48***

학력 1.8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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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관련변인과 양육효능감에 따른 교사로서 부모 역할수행의 단계적 회귀분석

학습에 대한 교사로서 어머니의 역할수행(32%)을 가장 많

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부모효능감은 좌절/인내

에 대한 교사로서 어머니의 역할수행(13%)을 가장 많이 설

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성별은 놀이에 대한 교사로서 어머니의 역할수행(24%)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

머니들의 양육효능감과 교사로서 부모 역할수행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교사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

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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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변인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자녀의 교육기관 설립유형에 따라 학부모 자원

봉사자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에 차이를 보였다. 즉, 사립

유치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의 양육

효능감이 국․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하

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른 부모의 기

대수준 및 요구도와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영역과 관련

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은 아직 완전한 공교

육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립유치원과 국․

공립유치원은 운영상의 특성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의 

측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의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들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교육비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

담하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대한 기대수준

이나 요구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소지영, 2000; 이미자, 

2005). 따라서 사립유치원은 모든 교육 및 행사를 계획할 

때 학부모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학부모들의 많

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사립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형태의 부모참여 기회와 높은 부모참여율는 부모와 

기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자녀와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수집과 경험의 장이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어머

니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있다고 지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유아교육기관 설립유형에 따라 학부모 자원봉사자

의 활용영역에도 차이가 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

치원보다 교사수업 보조 같은 교육보조영역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

립유치원보다 간식과 점심준비 및 청소와 같은 인력보조

영역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

였다(박화윤․최재숙, 2001). 어머니들이 단순한 인력보조 

역할을 수행할 때보다 교육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육보조 역할수행에 필요한 

더 많은 사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은 국․공립 유

치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 보다 자

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전교육을 위한 부모들끼

리의 모임을 통해 얻는 정보들과 같은 더 많은 사회적 지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보조교사로서 교육현장에 직접적 

경험경험의 기회도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자원 봉사자 

보다 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들

은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

들의 변인에 따라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과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동기에 따라 전반적인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였다. 즉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더 많은 교사로서 행동

을 보이며, 자기발전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순수한 봉사와 보람

있는 여가선용을 위해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교사로서 역할수행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은 배우

자 또는 자녀변인의 영향보다는 어머니 본인과 관련된 변

인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진선미, 1999; Johnson, 2001; Rash, 1998). 고학력의 어머

니일수록 자녀가 더 이른 나이에 발달하기를 기대하였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Lee, 

1987). 그리고 이들은 자녀의 창의성을 조장하고, 창의적 

기능에 대해 수용도가 높고, 칭찬과 질문식의 양육태도를 

취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를 보

인다(김오남, 1998; 안재연, 1992; 진선미, 1999)는 연구결

과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은 봉사활

동 참여동기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

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자원봉사활동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제로 자녀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진영란, 2002). 그리고 기관과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

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부모들은 유아교육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혀간다고 한다(최재숙, 2003). 즉 

유치원 자원봉사활동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

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 및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Epstein, 

1984; Gestwick, 2000). 따라서 자기발전과 유아교육에 대

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어머

니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반성과 새로

운 양육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여 그렇지 못한 자원봉사자

들보다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즉, 교

육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로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한 어머니들은 자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구조

화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규범으로 자녀를 다

루되 자녀가 발달에 적합한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

들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었다. 이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

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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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지각인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역할수행에 영

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김선희, 

2005; 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Abidin, 

1992; Brody, Flore, & Gibson, 1999). 부모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는 따듯한 태도와 권위있고 융통성 있는 

일관된 행동을 취하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성적이

고 논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합리적 양육행동을 보인

다는 것이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우희정, 1993). 현

대 우리나라에서 육아, 양육, 부모로서 태도,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녀 외에는 양육이나 교육 실제에 대한 

경험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 자원봉사활동은 자

신의 자녀 외에 다양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의 교육실제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육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

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효능감은 일반적인 경험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교육과 같은 특정 경험에 의해

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Denham & Michael, 1981; 

Ramey-Gassert, 1993), 유능성과 성취를 생성하게 하는데 

중핵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진선, 2002).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의 자원봉사경험으로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인지한 학부모들은 양육실제에서 교사로서 태도 및 행동

을 더욱 빈번하게 유발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즉 양육효

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창의적인 능력을 존중하

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와 활동수준을 제공하고, 자

녀의 발달특성과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교사로서 역할수행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수집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인지적 측면에

서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수행 정도를 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본인이 지각한 교사로서 역할수

행과 실제 역할수행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역할수행을 측정하

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관찰

하는 방법을 통해 어머니가 지각한 역할수행과 실제 어머

니의 교사로서 역할수행을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유치원 자원봉사활동을 하

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 또는 중소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밝히지 못하였다. 후

속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들을 둘러싼 사

회․문화적 환경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역할수행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에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들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으며, 자녀교육과 양육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와 관련

된 변인연구가 요구된다. 즉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역할

수행을 확인해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효능

감의 일치도 여부가 교사로서 역할수행과 실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자

원봉사자들의 양육효능감과 교사로서 역할수행을 확인하

고, 교사로서 역할수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

인하였다. 유아교육기관-부모-지역사회의 파트너쉽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머니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분석

하고, 수용하여, 더 많은 부모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

신념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

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양육효능감, 교사

로서 역할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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