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우리나라 유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이후 차 증가하여 2016년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은 52.6%에 이르 으며[1], 2017년 보건복

지부의 통계에 의하면[2] 우리나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 유아보육료’ 혜택 아동은 143만 4천명으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의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 가

정에서 담당하던 주요 기능들이 어린이집으로 이 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린이집은 유아의 보육 뿐 아

니라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식사 이나 배변훈련과 같은 기본생활습 에서

부터 사회·정서, 언어, 인지, 신체발달 등과 같이 종래에

부모가 담당하던 주요발달을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

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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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부모들은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부모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어져 부모역할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부모가 유아에게 가장 크

게 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부모가교육기 의 교육철학

목 을 이해할수록 유아의 학습이 신장되는 을 고

려할 때[5]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시 하다고 하겠다. 이에 한 인식에서 어린이집은

부모교육 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6].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부모에게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것

을 의미하며 단순한 도움 이상의 기술훈련 집단상담

을 포함하는 등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직간 으로 참

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7].

부모교육은 부모와 교육기 과의 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어 가정과 교육기 의 교육을 일 성 있게

해 으로써[4] 유아의 발달을 극 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 모두 정 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

양육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며 자녀의 교육에

한 부모의 심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이다[9]. 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교육에 한 부모 가족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열정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게 된다[8].

이와 같은 부모교육의 정 인 효과와 더불어 최근

격한 사회 변화로 부모와 교육기 의 연계에 한

사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모교육은유아보육 기

의 질을 측정하기 한 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10].

실제로 부모와[11] 교사들의[12] 부분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많은 유아교육기

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실제 시행여부에 한 부모와 교사들의 인식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부모를 상으로 부모교육의 실

행여부에 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경우 91.7%

가 자신의 기 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응답한 반면

에 부모의 경우에는 50%만이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응

답하여 유아교육기 에서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

육에 한 교사와 부모의 개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13]. 즉, 교사의 경우 부모의 경우보다더 많

은 활동을 부모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때문에 부모교

육의 시행여부를 정 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14,15] 장에서 부모교육을 실행

하는데 가장 어려운 으로 낮은 부모참여율이 제기되고

있는 은[12] 모순 인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

육기 에서는 부모교육에 한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

기 해서 가정통신문, 화나 문자, 구두 달, 는

장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6]. 그러나 여

히 부모참여율이 낮은 은 부모교육에 한 부모와

원장의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즉, 부모교육의 주제를 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큰

향력을 가진 원장이 부모교육의 주제 실행방법에

해 부모와 다른 견해를 가짐으로써 부모의 부모참여율

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에 한 부모와 원장의 인식을 비

교한 박수진 외[1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원장은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 으며 원장이

부모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 주요한

부모교육의 주제에 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 는데 원장

은 부모보다 다양하고 부모의 복지 인 주제에 해

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 다. 부모교육의 효과 인

운 방법에 하여서도 횟수, 강사, 소요 시간 등에서 다

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외의 연구

에 의하면, 부모는 원장보다 부모교육을 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을 원하고 원장 교사를 부모교육의 강사로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모교

육에 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련된 선행연

구들의 경우 부분 부모교육의 실태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있으며[14,18,6], 부모교육 로그램에 해 조사

한 이완희와 최양희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교육 로그램

에 한 요구나 인식조사는 부모와 교사를 상으로 한

것이 부분이었다[19]. 하지만 부모교육 로그램의 시

행여부의 결정을 하는 권한이 부분 원장에게 있는

을 고려했을 때[16], 교사보다는 원장들의 부모교육 로

그램의 인식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2].

재까지 수행된 교육기 원장의 부모교육에 한

인식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찬선[12]의 연구를 제

외하고는 주로 원장의 인식을 빈도수로 살펴보거나 연령

혹은 경력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는 것에 집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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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20,18,15], 가정 어린이집[21]이나 공립어린이집[18]

과 같이 단일 기 의 어린이집 원장에 한 연구에 국한

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설립형태에 따라 유

아의 연령별 분포, 운 형태, 그리고 부모의 요구가 다른

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설립형태에 따라 원장이 부

모교육의 주제와 실행 시의 어려운 에 한 인식이 다

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기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체

인 연령이나 경력으로 원장이 인식하는부모교육의 내용

을 보는 것은 어린이집의 요구를 고려한 부모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기 형태

에 따라 원장의 부모교육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에서 기 의 수요

에 따라 용하기 용이한 부모교육 지원 로그램 개발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 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원장의 부모교육에 한 인

식에 차이가 있는가?

1.1)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가?

1.2) 부모교육 주제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1.3) 부모교육 운 방법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가?

1.4) 부모교육 평가를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1.5) 부모교육 활성화를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연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부

모교육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알아보기 하여

충북과 세종, 그리고 북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200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 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154부

으나 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47

부의 응답만을 자료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원

장의 구체 인 배경변인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istribution of directors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variables types frequency(%)

types of child-care
centers

home child-care 63(42.9)

private child-care 45(30.6)

national child-care 32(21.8)

corporation child-care 7(4.8)

합계 147(100.0)

2.2 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부

모교육에 한 인식을 알아보기 하여 박수진 외[17]가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 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정한 설문지는 유아교육기 원장 5인에게 비

조사를 한 후 문항의 성과 가독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 다. 설문지의 구체 인 내용은 5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한 질문 3문항, 부모교육의 주제에 한 질문 15문항, 부

모교육의 운 방법에 한 질문 6문항, 부모교육의 평가

에 한 질문 10문항,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한 질

문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서 부모교육의 주제 역의 요도에 한 질

문과 평가에 한 역 부모교육에서 어려운 에

한 질문을 제외한 다른 역들은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제의 요도는 건강� 생�안 , 사회성,

언어발달, 정서, 신체발달, 인지발달, 창의성발달, 문제행

동, 상호작용방법, 자녀에 한 심과 표 , 부모스트

스 해결방안, 지역사회자원과활용, 부모의취미 친목

련 정보, 교육시설 교육활동, 교육시설행사 달

사항 등에 한 원장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주제의 요

도를 측정하기 하여 리커르트 4 척도를 사용하 으

며 ‘ 요하지 않다’, ‘별로 요하지 않다’, ‘약간

요하다’, ‘매우 요하다’ 순으로 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각 1 에서 4 순으로 수를 부여하여 수가 높을수

록 주제에 해 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 부모교육의 평가에 한 역에서 부모교육 시

에 어려운 에 한 원장의 인식을 알아보기 하여 리

커르트 4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별

로 어렵지 않다’, ‘ 어렵지 않다’ 순으로 답하게 하

으며 각각 1 에서 4 을 부여하여 수가 낮을수록 원

장이 부모교육에 해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에 한 부모의 참여호응도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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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리커르트 5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높음’, ‘조

높음’, ‘보통’, ‘조 낮음’, ‘매우 낮음’ 순으로 답하게 하

으며 각각 5 에서 1 순으로 수를 부여하여 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설문지 문

항의 구성과 응답자의 문항 간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area content
n. of
questi
on
Chronbach
’s α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necessity
3 optional

reason of necessity

themes of parent
education

importance of themes 15 .94

operation method
of parent education

planning and theme selecting

6 optional

frequency

time/duration

instructor

program type

promotion method

evaluation of
parent education

effect
2 optional

participation of parent

difficulty 8 .80

activation method
of parent education

activation method 1 optional

2.3 연 절차

연구를 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문항의 오류를 검

하기 하여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유아교육

기 원장 4인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문항의 합성과 소요시간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충북과 세종, 북에

소재한 어린이집 200곳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다. 수거된 설문지 154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14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4 료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18.0을 사용하 다. 기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모교육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알아보기 하

여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 다. 한편 기 유형

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식하는 부모교육 주제의

요도와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가

를 알아보기 하여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사후분석을 해 Tukey 방법을 사용하 다.

3. 연 결과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부모교육에

한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3.1 기 형별 어린 집 원   필

에 대한 식

기 유형에 따라 부모교육 필요성에 하여 어린이

집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s M SD F

home 3.56 .62

2.50
(.062)

private 3.60 .62

national 3.81 .40

corporation 4.00 .00

total 3.65 .57

Table 3.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n(%)

3.2  주제

부모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에 하여 어린이

집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ANOVA를 시행하고 Tukey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사

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parents' education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themes of parent education

types
of
child-
care
center

social
developme
nt and
personality
formation

emotional
stability and
guidance

physical
developm
ent

develop
ment of
cognition

develop
ment of
creativity

interaction
with
children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home 3.85 .474 3.76 .534 3.39 .714 3.36 .753 3.40 .689 3.90 .349

private 3.82 .446 3.71 .506 3.30 .765 3.39 .618 3.48 .664 3.86 .347

nation
al

3.47 1.047 3.31 1.120 2.91 .689 2.94 .840 3.06 .914 3.53 .983

corpor
ation

3.86 .378 4.00 .000 3.29 .488 3.43 .535 3.71 .488 4.00 .000

total 3.76 .648 3.66 .709 3.25 .734 3.28 .743 3.37 .744 3.81 .565

F 2.872 3.778 3.335 3.025 2.767 3.757

Sig. .039* .012* .021* .032* .044* .012*

postte
st

1>2>3 1,2,4>3 1,2>3 1,2>3 1,2,4>3 1,2,4>3

posttest) 1=home child-care, 2=private child-care, 3=national
child-care, 4=corporation child-care
* p< .05



어린 집 원  기 형에 따  에 대한 식 325

부모교육의 주제에 해 원장의 인식을 비교해 본 결

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성격형성’(F=2.872, p< .05),

‘유아의 정서안정과 지도’(F=3.778, p< .05), ‘유아의 신체

발달과 운동기능 향상’(F=3.335, p< .05), ‘유아의 인지발

달’(F=3.025, p< .05), ‘유아의 창의성 발달’(F=2.767, p<

.05), ‘자녀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F=3.757, p<

.05)과 련하여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사후검정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

른 어린이집의 원장에 비하여 부모교육의 주제에 해

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운  방법

부모교육의 운 방법에 해 기 유형에 따라 어린

이집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기 형별  계획 및 주제 정방법

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Table 5.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parent education 

plan and subject selection method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n(%)

director

director
and
teacher
conferenc
e

parent
survey

director,
teacher
conferenc
e, parent
survey

others total χ2

home 6(60.0) 21(55.3) 6(42.9) 26(33.3) 3(50.0) 62(42.5)

30.01**

private 3(30.0) 17(44.7) 3(21.4) 22(28.2) 0(0.0) 45(30.8)

national 0(0.0) 0(0.0) 5(35.7) 24(30.8) 3(50.0) 32(21.9)

corporat
ion

1(10.0) 0(0.0) 0(0.0) 6(7.7) 0(0.0) 7(4.8)

total
10(100.
0)

38(100.0) 14(100.0) 78(100.0) 6(100.0)146(100.0)

** p<.01

부모교육을 한 계획 주제 선정방법에 해 어린

이집유형에따라 원장의 인식 간에차이가있는지를 알

아보기 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2=30.01, p<.01).

어린이집의 유형에 상 없이 원장/교사 회의 부모

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모두 가장 많았

으나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

의 어린이집과 달리 원장,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의

견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3.2 기 형별  실시 횟수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부모교육의 횟수가 어느 정도가 당한가에 해 기

유형에 따라 원장의 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χ2=36.73, p< .01).

Table 6.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frequency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n(%)

1/a
month

1/two
months

1/three
months

1/a
semester

1/a
year

total χ2

home 6(50.0) 4(28.6) 8(30.8) 32(43.8) 13(59.1) 63(42.9)

36.73**
private 3(25.0) 3(21.4) 5(19.2) 26(35.6) 8(36.4) 45(30.6)

national 3(25.0) 3(21.4) 12(46.2) 14(19.2) 0(0.0) 32(21.8)

corport
ation

0(0.0) 4(28.6) 1(3.8) 1(1.4) 1(0.7) 7(4.8)

total 12(100.0) 14(100.0) 26(100.0) 73(100.0) 22(100.0) 147(100.0)

** p< .01

3.3.3 기 형별  시간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Table 7.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the time required for 

parent education program by the types 

of child-care centers

n(%)

30min 1hour 1½hours 2hours
no

respons
e

total χ2

home 11(84.6) 41(46.6) 10(26.3) 4(14.3) 0(0.0) 63(42.9)

29.32**
private 2(15.4) 30(34.1) 10(26.3) 2(28.6) 1(100) 45(30.6)

national 0(0.0) 14(36.8) 14(36.8) 4(57.1) 0(0.0) 32(21.8)

corportati
on

0(0.0) 4(10.5) 4(10.5) 0(0.0) 0(0.0) 7(4.8)

total 13(100.0) 88(100.0) 38(100.0) 7(100.0) 1(100.0) 147(100.0)

**p< .01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에 해 원장의 인식에 차

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29.32, p< .01). 가정 어린이집(41명, 46.6%)과 민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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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30명, 34.1%)의 경우 ‘1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국공립 어린이집(14명, 36.8%)과 법인 어

린이집(4명, 10.5%)의 경우 ‘1시간’과 ‘1시간 30분’이라는

응답이 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순 에서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30분’이라는 응답(11명, 17.5%)이

두 번째로 많았던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1시간 30

분’이라는 응답(10명, 22.2%)이 두 번째로 많았다.

3.3.4 기 형별  강사에 대한 어린 집 

원  식 차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 해 기 유형별 원장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34, p< .05). 가정 어린이집

의 경우 ‘ 유아교육 문가‘(33명, 55.9%)를 원한 것이

가장 많았던 반면 다른 유형의어린이집의 경우 ‘외부

문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parent education 

instructors by types of child-care 

centers

n(%)

infant
development
specialist

director,
teacher

professional
instructor

total χ2

home 33(55.9) 2(40.0) 23(33.7) 63(42.9)

16.34*
private 19(32.2) 3(60.0) 23(27.7) 45(30.6)

national 6(10.2) 0(0.0) 26(31.3) 32(21.8)

corportat
ion

1(1.7) 0(0.0) 6(7.2) 7(4.8)

total 59(100.0) 5(100.0) 83(100.0) 147(100.0)

* p< .05

3.3.5 기 형별  홍보방법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교육의 홍보방법 가장 효과

인 방법에 해 인식하는 데 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χ2=24.39, p<

.05). 가정 어린이집(20명, 46.5%)과 국공립 어린이집(15

명, 34.9)의 경우 가정통신문이 가장 높았던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화나 문자와 기타 방법이 동일하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명, 31.1%). 법인 어린이집

의 원장들은 ‘기타’ 방법을 가장 효과 인 홍보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명, 8.9%). 한편 기타 방법에

는 각 홍보방법을 두 가지 이상사용하거나 모두 다사용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Table 9.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parent education 

promotion methods by types of child- 

care centers

n(%)

school
letter

phone
call or
text

message
rn

vocal
communi
cation or
note

invitation others total χ2

home 20(46.5) 10(38.5) 9(64.3) 6(33.3) 17(37.8) 62(42.5)

24.39*
private 6(14.0) 14(53.8) 2(14.3) 9(50.0) 14(31.1) 45(30.8)

nation
al

15(34.9) 2(7.7) 2(14.3) 3(16.7) 10(22.2) 32(21.9)

corpor
tation

2(4.7) 0(0.0) 1(7.1) 0(0.0) 4(8.9) 7(4.8)

total 43(100.0) 26(100.0) 14(100.0) 18(100.0) 45(100.0) 146(100.0)

* p< .05

3.4  평가

기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부모교육의 참여호

응도와 어려움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사후분석을

해 Tukey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1 기 형별  참여호 도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기 유형별로 부모교육의 참여호응도에 한 어린이

집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ANOVA를 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10.04, p< .001).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

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경우 가정이나 민간 어

린이집의 원장들보다 부모들의 참여호응도에 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인 평균을 비교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통’(3 )의 수 에서 약

간 높은 반면 그 외의 기 은 이 보다 낮은 수 을 보여

반 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모교육 참여에 한 호

응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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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by types of child- 

care centers
n(%)

types M SD F posttest

home 2.60 .93

10.04***

(.000)
3>1,2

private 2.16 .88

national 3.25 .76

corport
ation

2.86 .69

total 2.62 .95

posttest) 1=home child-care, 2=private child-care, 3=national
child-care, 4=corporation child-care

*** p< .001

3.4.2 기 형별 에  어려운 점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Table 11.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difficulties in the 

parent education by types of child-care 

centers

types difficulties of parent education

finance inviting instructor
low participation
of parent

excessive
intervention of
parent

M SD M SD M SD M SD

home 2.90 .98 3.00 1.06 2.63 .92 2.48 .92

private 2.62 .94 2.80 .97 2.71 .90 2.66 .83

national 2.34 .70 2.41 .80 1.72 .81 3.03 .65

corport
ation

2.14 .90 2.43 .79 2.00 1.0 2.29 .95

total 2.66 .93 2.78 .99 2.43 .97 2.65 .87

F 3.597 2.974 9.875 3.490

Sig. .015* .034* .000*** .017*

posttest 1>3 1>3 1,2>3 3>1

posttest) 1=home child-care, 2=private child-care, 3=national
child-care, 4=corporation child-care
*p<.05, ***p<.001

부모교육에서 어려운 에 해 원장의 인식을 비교

해 본 결과 ‘재정상의 어려움’(F=3.597, p< .05 ), ‘강사

빙의 어려움’(F=2.974, p< .05), ‘부모의 낮은 참

여’(F=9.875, p< .001), ‘부모의 지나친 개입’(F=3.490, p<

.05) 과 련하여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재정상의 어려움’, ‘강사 빙의어

려움’, ‘부모의 지나친 개입’에 해서는 유의수 .05에서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간의 어려움에

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 으며 ‘부모의 낮은 참여’에 해

서는 유의수 .001에서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에서 어려운 에 해 Tukey 방법을

통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 ‘강사 빙의 어려움’면에서 가정 어린

이집 원장보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낮은 참여’로 인해 가정 어린이

집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지나친개입’에 한 어려움은 가

정 어린이집 원장보다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기 형별  활 화 방안에 대한 

어린 집 원  식차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하여 기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원장의인식에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adequate
advocati
on

time
change

program
develop
ment

consideri
ng child’s
age and
sex

total χ 2

home
15
(45.5)

5
(55.6)

35
(40.7)

8
(44.4)

63
(43.2)

6.58

private
13
(39.4)

2
(22.2)

23
(26.7)

7
(38.9)

45
(30.8)

national
4
(12.1)

2
(22.2)

23
(26.7)

2
(11.1)

31
(21.2)

corportati
on

1
(3.0)

0
(0.0)

5
(5.8)

1
(5.6)

7
(4.8)

total
33
(100.0)

9
(100.0)

86
(100.0)

18
(100.0)

146
(100.0)

Table 12.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directors regarding  method to promote 

parent education by types of child-care 

centers

4.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모교육에 한 원

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수행되었

다.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원장의 부모교육의 필요

성에 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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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부모교육에 한 필요성에 한 매우 높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말순[11]과임찬선[12]에서

원장들의 부모교육에 한 필요성 인식이매우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부모와 기 의 연계

가 이루어졌을 때 유아의 교육이 궁극의 효과를 볼수 있

다는 을 고려할 때 원장들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한 인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8].

둘째,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원장의 부모교육의 주제

에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사회성발달과 성격

형성’, ‘유아의 정서안정과 지도’, ‘유아의 신체발달과 운

동기능 향상’, ‘유아의 인지발달’, ‘유아의 창의성 발달’,

‘자녀와의 바람직한상호작용 방법’과 련하여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은 주제

에 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보다 더 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원장들보다 부

모교육의 주제에 해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

나,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보다 부모교육 강연회가 많이 개최되는 을 고려할 때

일년에 한 두 개 정도의 강연회를 개최하기 해 주제를

결정해야 하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원장들보다 주

제의 요성에 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해서는 유추만 가능

할 뿐 이에 한 보다 자세한 해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원장의 부모교육의 운

방법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여

부모교육 계획방법, 부모교육 횟수, 소요 시간, 부모교육

강사, 부모교육 로그램 방법, 홍보방법에 하여 알아

본 결과 부모교육 계획 주제선정방법, 실시횟수, 소요

시간, 부모교육 강사, 부모교육 홍보방법에 하여 차이

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먼 부모교육계획 방법의 경

우 원장들은 어린이집의 유형에 상 없이 원장/교사 회

의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 달리 원장,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

육 계획을 부분의 경우 원장이 결정한다고 보고한 구

미경[16], 임찬선[12]의 연구와 다른 결과로 원장 단독의

의견이 아닌 교사회의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하는 것은, 부모의 참여율이 부모의 욕구조사에 근거한

로그램이 계획되었을 때 제고된다는 을 고려할[22]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교육에 한 부모의 평가를 반 하여 결정

한다는 의견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던

반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은 가장 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의견들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8]. 부모들을 한 부모교육을 계획할 때 부

모의 평가를 반 하여 부모의 요구도를 수용하는 일은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상 으

로 기 의 규모나 재정면에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

해 열악하기 때문에 체계 으로 부모의 평가를 반 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정 어린이집 단 에

서 사용 가능한 부모용 로그램 평가지 등을 개발하여

어린이집에 보 하거나 혹은 가정 어린이집과 같이 원아

의 수가 은 경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부모교육

에 한 평가가 사실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

완하기 하여 온라인에 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설문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 지원이 육아종합지

원센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부모교육의 횟수의 경우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어린이집 유형의 원장들은 ‘한 학기에 한 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세 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

은 응답의경우 가정과민간어린이집의경우 1년에한번

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세 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교육을 게 하는 것

을 선호하는 반면에 법인과 국공립의 경우 부모교육을

좀 더 자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

다. 이와 같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식은

‘세 달에 한 번’과 ‘두 달에 한 번’처럼 부모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 던 부모의 응답과 일치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17]. 따라서 부모교육의 실시 횟수에서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이 부모의 요구도를 만족시키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각 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한 부모의 만족도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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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의 소요시간에 해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1시간’이 가장 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공립

과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경우 ‘1시간 30분’을 가장

하다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서 국공립

과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부모교육을 더 자주 시행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 던 결과와연결하여 해석해보

면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의 원장보다 부모교육을 더 자주, 오랜 시간동안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는 외부 문가를 가장 선

호했던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들과 달리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 유아교육 문가’를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

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부모에 한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아비율이 높은 을 고려할 때

부모의 유아교육 문지식에 한 요구가 높은 과

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부모교육의 홍보방식에 해서는 가정 어린이집과 국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많은반면 민간과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의 응

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라는 응답은

가정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있었는데 ‘기타’로 응답한 원장들의 경우 두가지

이상의 홍보방법을 함께 사용하거나 모든 방법을 다 사

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부모교육에 한 평가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

라 원장들은 부모교육의 참여호응도에 하여 반 으

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

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보다 호응도를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은 부모교육에서 어려운

으로 인식하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들보다 더 많았다는 이다. 국공

립 어린이집 원장들은 재정 인 어려움, 강사 빙의 어

려움, 부모의 낮은 참여에 해 다른 유형 특히 가정 어

린이집원장들보다 어려움을 더느끼는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아를 상으로 하고 20명 이

하로 운 되는 을 고려했을 때 원장과 부모와의 유

와 계가 더 친 하고 부모교육도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이 었던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국공립 어린이

집의 경우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해 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으로

어려운 에 한 구체 인 이유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에 해

어린이집 유형별로 원장의 인식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 별 유형에 따라 원장의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원장들은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의 유형

별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한 인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어린이집의 상 연령

과 규모에 따라 부모들의 요구가 달라지는 을 반 한

까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해

서 재 국가 수 에서 ‘열린 어린이집’과 같은 제도나

‘클로버 부모교육’과 같은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나

다양한 부모교육의 요구를 지원하기 해서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원장이 필요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기 특성

에 따른 고유의 애로 을 해결하기 한 기 유형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부모들의 요구가 유아의 발달을

한 다각면의 지원이라는 을 고려하여, 신체 심리

지원 뿐 아니라 복지 , 제도 지원을 해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원장들의 부

모교육에 한 인식의 차이에 해 알아보았다. 본 자료

는 각 기 유형별로 원장들의 부모교육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원을 제공하기 한 기 유형별 로그램을 개

발하는데참고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수있을것으

로 기 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부모

와 원장을 상으로 한 과 표집의 상 수가 은 에

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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