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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유아기편)
개발 요구 분석: 드림스타트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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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의 현장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부모교육프로그
램 구성요소를 탐색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저소득가
정 부모들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가
정은 조손이나 한부모 등의 결손가정이 많았고 부모들은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으며, 가정환경은 열악하여
(영)유아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소득가정 부모들은 자녀를
방치하거나 강압적이고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는 공
격적이고 우울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드림스타트 사업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집단상담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요소로써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
자녀 간 관계 강화, 훈육방식에 대한 실습교육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저소득가정, 드림스타트, 양육태도, 포커스그룹, 부모교육프로그램, 영유아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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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은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과 양육의 질,

2005;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그런데 많은 이론 및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자녀 관계, 지역사회 자원 측

선행 연구들은 빈곤이 부모의 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면에서 취약함이 보고되었고(Conger, Conger, &

를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 및 발달 문제에 영향을 미

Elder, 1997), 이러한 저소득 가정의 특성과 관련하여

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이, 2009; 박현선, 2008; 윤

유아, 아동기에 겪는 빈곤이 개인의 인지, 정서, 사회

정희, 2008; 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연구 및 임상

1994; Conger, Patterson, & Ge, 1995; Conger et al.,

장면에서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김진이, 2009; 윤혜

2002). 즉,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미, 2005; 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정서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주며, 부모는 자녀

McLeod & Shanahan, 1993). 실제 저소득가정 아동과

에 대한 공격적 또는 비판적인 양육태도 및 훈육 방

일반 아동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식을 나타냄으로써 아동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부정

저소득가정의 아동의 인지발달 및 학습 성취도가 떨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곽금주, 김정미, 유

어지며, 문제행동 경향이 많았으며, 정서지식 수준이

제민, 2007; Conger et al., 2002).

낮고 부정적 정서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구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저소득가정 부모의 특

인회, 2003; 김경희, 황혜정, 1998; 성미영, 최인숙, 이

성으로는 첫째, 스트레스가 많으며 심리적으로 우울

강이, 2007; 이경혜, LeBlanc, 심희옥, 2006; McLoyd,

하고 취약하였다. 경제적 빈곤은 저소득가정 여성의

1998).

우울함에 영향을 주었으며, 저소득가정 여성은 우울,

한편, 선행이론과 연구들은 유아기는 인지, 정서,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보였다(김현미,

사회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정옥분,

2005; 이소영, 옥선화 2002; 황혜원, 2004). 또한, 빈곤

2002), 유아기의 빈곤으로 인한 결핍경험이 이후 아동

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압박은 부부갈등, 부모 자녀

의 발달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

갈등, 사회관계의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부모가

아기 아동에 대한 개입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 Brooks-Gunn, 1997; Garbarino, 1992;

(어주경, 정문자,1999; 황혜원, 2004; Adler, Boyc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Chesney, Folkman, & Syme, 1993; Conger et al.,

Development & Duncan, 2003; Scaramella, Neppl,

1997). 게다가,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스트

Ontai, & Conger, 2008). 따라서 유아기의 양육 경험

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박혜영,

은 아동기 및 이후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

1993).

기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둘째, 저소득가정 부모는 부적절한 자녀 양육태도

러나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가정 아동에 관한 대부분

및 훈육행동을 나타내었다. 저소득가정 부모는 일반가

의 연구가 초등학생 이상의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이

정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비일관적이고 처벌적 양육태

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아 대상에 관한 연구

도를 나타내거나 방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

는 드물다(강희경, 2001; 구인회, 2003; 정미라, 곽은

희, 황혜정, 1998; 김영미, 2003; 성미영 등, 2007; 정미

순, 윤장숙, 2007).

라 등, 2007). 또한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그렇다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발달상 문제는 어디

낮은 안녕감은 자녀에 대한 거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에서 비롯되는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는 부모의 적

방임적 양육태도를 증가시키고 온정적 양육태도를 감

절한 양육이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긍정적 정서 표현

소시켰다(송아람, 2006; 어주경, 정문자, 1999). 일련의

과 적절한 훈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가정의 부모가 나타내는 양육

영향을 준다(안라리, 2005; 이혜련, 최보가, 2002,

태도는 자녀에 대한 배려와 온정성이 부족하고 처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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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일방적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레스 모델(The family stress model of economic

또한, 이러한 저소득가정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

hardship)”을 제안하고 설명하였다(그림1 참조). 이

도는 아동의 발달 및 적응 문제를 일으켰다. 즉, 아동

모델에서는 만성적인 빈곤은 경제적 압박을 가져오

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이때 느끼는 좌절감이 우울로 연결된다고 제안하

게 되며, 이는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정서 문제, 품행

고 있다. 또한, 이때 부모의 우울감은 자녀에게 부적

문제, 주의집중, 사회적 관계, 생활 습관 등에서의 문

절한 훈육과 양육태도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제행동으로 이어졌다(김경희, 황혜정, 1998). 이영과

는 아동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은주, 나종혜(1995)의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유아들

이 “빈곤으로 인한 가정스트레스 모델”은 선행연구

은 어머니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적을 뿐

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강희경, 2001; Bolger,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환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Felner et

경에 처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어머니와의 상

al., 1995). 그러나 국내 연구(강희경, 2001)는 학령기

호작용에서 저소득가정 유아는 중산층가정 유아들에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비해 어머니로부터 위협받거나 부정적 표현을 경험하

유아 등 다른 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

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저소득 가정 부모의 부적

구들이 더 요구된다.

절한 양육은 유아의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학령

아래 모델(그림 1)은 자녀의 적응 및 부적응은 부모

기의 낮은 학업 성취를 예견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

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매개로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다(구인회, 2003; McLoyd, 1998).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부모의 스트레스 및

위의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고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변화시

면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킨다면, 자녀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다른 개인적 취약성 (예: 낮은 학력, 자존감 등)은 자

문에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

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

동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과 개입

육태도를 부적절하게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Head start

다. Conger와 동료들(2002)은 “빈곤으로 인한 가정스

program을 통해 저소득가정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해

그림 1. 빈곤으로 인한 가정스트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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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인지 및 정서 발달을 향상

반 빈곤가정 중에서도 국가에서 기준*으로 정한 저

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소득가정을 대상으로 2009년 전국 75개소 시군구에서

도 비슷한 방식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국정 핵심과제로 지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교육을 포함하

속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계획이다(한국청소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Start

년상담원, 2010).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저소

Program 은 유아 개인에 대한 교육적 개입뿐만 아니

득가정의 유아 및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라 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 부모교육을

자 하며, 실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제공하여 그 효과를 입증 받고 있다(Gross, Garvey,

자들에게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시

Julion, & Fogg, 2007; Love et al, 2005).

되고 있다.

고

2009).

Head

국내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대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활용

분은 보육비지원에 한정되어 있다(이무영, 2008). 프

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 포커

로그램을 통한 교육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게다가,

스 그룹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현장전문가들은 드림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저소득가정이 아닌

스타트 사업초기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회복

주로 일반 가정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어 저소득가정

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림

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김희

스타트 사업을 담당하면서 저소득 부모 및 아동에 대

진, 2002).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에는 기초 요구 조

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및 복지 지원 등의 역할을

사 또는 전문가들을 통한 체계적 의견수렴 과정이 요

수행하면서 저소득 부모의 특성에 대한 현장 지식을

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된 저소득가

풍부히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조사나 질적 연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

를 수반하지 않고 문헌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목표

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드림스타트 현

및 구성을 선정하였다(예, 김희진, 2002; 윤정희, 2008;

장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가정에

이재현, 2008). 따라서 실제 저소득가정에 대한 프로

대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

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프

다. 따라서 그들의 생생한 의견들은 저소득부모의 양

로그램 개발 절차를 갖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시

육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

된다.

여할 것이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장전문가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외국의 성과를 토대로 저소

은 추후 적용될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주체가 될

득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업

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부

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이며 프로그램 개발 이

모에 대한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2007년도에 시

후에 드림스타트 현장전문가들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

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 본격적인 드림스타트 사

이 보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 수

업이 시작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은 저소

렴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급 및 운

득가정의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과 가족으로서 아

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를 대

포커스 그룹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상으로 개입하는 2세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 사업은 일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제에 대해

* 저소득가정 기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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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층적인 탐색을 할 수 있게 된다(윤택림, 2004).

의 부모 양육태도 및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의 구상 또는 변경, 적용의 평가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하

연구에서는 그 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담당자들의 의

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견수렴을 위해 포커스 그룹이 운영되곤 한다(고상숙,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의 부모의 양

신동희, 김애화, 2010; 이규미, 권해수, 김희대, 2008).

육과 관련된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저소득가정의

또한, 실제 부모교육 매뉴얼이 보급되더라도 현장전

(영)유아 자녀들이 나타내는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문가들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면, 드림스타

저소득가정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트 사업에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을

하는가?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잘 활
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방 법

이 필요하다. 즉, 저소득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현장전문가들의 의

연구 대상

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현장전문가와의

저소득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포커스그룹 논의를 통하여 저소득가정 부모들의 양육

분석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 자녀들을

태도 및 유아들의 행동 특성,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

드림스타트 센터에 종사하는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였

성요소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2명, 경기 지역 1

이론의 ‘빈곤으로 인한 가정스트레스 모델’을 지지

명, 강원 지역 1명, 충북 지역 1명, 경북 및 부산 지역

하는지, 즉, 저소득가정의 부모의 특성으로써 경제적

3명 그리고 광주 및 전라도 지역 2명으로 총 10명이

난관 및 압박, 우울성향, 가족 간 갈등 및 고립이 연

었다(표1 참조). 이들의 연령은 25세에서 40세였으며

결되어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나타내는지, 또한 자녀

(평균=34.3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3

의 부적응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검토해 볼 수

명이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7명이

있다. 또한 현장전문가들로부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었다. 전문가 10명의 보육 및 복지 관련 경력은 3년에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서 21년이었다. 이들은 모두 드림스타트 사업초기부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드림스타트 대상 저소득가정

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며, 5개 지역은 드림
스타트 시범사업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5개 지역은

표 1. 포커스그룹 참여자 주요 인적사항

그 다음해부터 시작되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

대상자

성별

자격증

연령

경력

A

여자

보육교사

39

14년

B

여자

보육교사

26

3년

C

여자

보육교사

34

6년

D

여자

보육교사

39

5년

모교육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윤리적

E

여자

보육교사

40

11년

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전

F

여자

보육교사

25

3년

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G

여자

보육교사

39

4년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여 면접하였

H

여자

사회복지사

33

8년

다. 또한 면접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I

여자

사회복지사

40

21년

모든 내용을 축어록으로 풀고 추후 연구에 사용하는

J

여자

사회복지사

28

4년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만,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저소득가정 200
여 가정을 관리하고 0-12세 유아 및 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들은 유아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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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림․이자영

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 두 분 다 그런 특성

자료 수집

을 보이는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특성입니까”
포커스 그룹의 수는 주제의 복잡성이나 연구 참여

라고 질문하였으며,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

자의 다양성이 중간 정도일 때 3개 그룹이 적절한 것

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 가정과의

으로 알려졌다(Morgan & Scannell, 1998). 그 결과 본

차별화를 위해서는 "일반 가정과 비교시 차이가 있습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총 3그룹으로 구성하였으

니까?” 등의 질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또한 1차 면

며, 각 그룹의 인원은 3명 또는 4명이었다. 면접 시간

접과 2차 면접 후 연구진들이 면접 내용을 검토하여

은 그룹 당 약 120분 소요되었고, 면접은 연구자 2명

부족한 질문을 향후 면접에서 보완하였다.

을 포함한 4명(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수료 1명, 석
사수료 1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는 박사 1명이 맡았

자료 분석

다. 사회자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토의를 이끌어갔다.

포커스 그룹을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
저 Kruger(1998)가 제시한 포커스 그룹 4단계 과정을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이상의 주요 질문을 사회자가 먼저 제시하면, 참여

준수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시작 단계로 면접에

자들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하였으며, 불충분한 대

참여한 4명이 모여 역할 분담 및 주요 질문을 합의를

답들에 대해서는 구체화, 명료화, 일반화, 차별화를

통해 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포커스 그룹을 인터

위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

뷰 내용을 모두 녹음하며, 모호한 부분은 중간 중간

였다. 예를 들어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질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

대한 질문에 A라는 전문가가 "자녀들에게 화를 잘 내

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직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세요.”라고 대답할 경우 다음의 질문들이 주로 이루

인터뷰 내용 중 특이사항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마지

어졌다. 즉 구체화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자녀에

막 단계에서는 녹음한 내용을 즉시 전사하여 내용 분

게 화를 내십니까?”라고 추가 질문을 하였고, 명료화

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포커

표 2. 질문내용
연구문제

질문내용
1. 저소득가정 부모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소득가정의 양육과 관련된 환경적 특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소득가정의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특성은 어떠한가?

3. 저소득가정 부모가 나타내는 양육태도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4. 저소득가정 유아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
니까?

둘째,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자녀들
이 나타내는 특성은 어떠한가?

1. 저소득 가정의 자녀(영유아)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1. 현재 센터에서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어떤 개입활동 또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셋째, 저소득가정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2.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기 위한 프로그램 형식 (방식 및 운영형태)은 어
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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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모

스 그룹 인터뷰 자료 내용에서 저소득가정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 제시한
근거이론 중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먼저 현장전문가들에게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개념들을 명명

공통적으로 보이는 주된 개인적 특성을 질문한 결과,

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피해의식이 많고, 심리적으

였다. 이를 위해 면접자들 중 교수 1인을 제외한 3인

로 위축되어 있으며,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 평정에 참여하였으며, 평정자들은 평정자들의 관

점이 주된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지적, 심리적

점이 편향되지 않고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10분

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에 대해 각자 평정을 한 후 1차 합의를 통해 의견을

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일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되

조율하였으며, 특히 개방형 코딩의 개념과 범주의 수

어 의욕과 자신감이 없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

준을 고려하여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2차 합의는 전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교육 자체에 별로

체 축어록에 대한 평정이 끝난 후 진행되었으며, 평정

관심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모

자 2인 이상이 일치한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3명 모

들은 여유가 없어 실제 자녀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고

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다시 합

보고하였다.

의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5개의 범주와 15개

피해의식

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마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부모들은 자신의 경제적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해 교수 1인(아동 전공)에게 감수를 받았다.

로 인해 자신이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서 차별을 받
는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나 이웃 사람이 야단을 쳤을 경우 자녀의

결 과

잘못을 야단치기 이전에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자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녀가 야단을 맞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크게 5개

이유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

영역 즉 저소득가정의 부모 및 환경특성, 양육태도 및

험하며, 그 결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차별

(영)유아 자녀의 특성, 현재 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 실시되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

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뷰

해 면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부모특성은 인지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모와 열
악한 가정환경으로 나뉘어졌으며, 현재 센터에서 실

부모님들 대부분이 피해의식이 심하세요. 예를 들어 애

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들이 놀이기구를 타면, 똑같이 타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
이는 안 태워주느냐고 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해도 잘 안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

통해요. 결국엔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

구됨'이라는 범주에 향후 실시되어야 할 프로그램과

아요. (전문가 B)

함께 합쳐졌다. 그 외에 부적절한 양육태도, 문제 행
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와 그에

되게 예민해요. 사소한 것에 상처를 잘 받고, 분노도 가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보다는 훨씬 더 민감
하다는 거죠.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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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거이론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작은 일에도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예민함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자신의 자녀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

피해의식

자신의 자녀가 차별, 무시당한다고 생각
체념적이고 자포자기적임

인지적,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 및 사회에 대해 폐쇄적임

심리적으로 위축

취약한 부모

희망이 없고 우울함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방법을 잘 모름
조손가정이 많음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건강한 가정환경을 이루지
못함

한부모 가정이 많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가정이 많음
일용직이나 3D 업종이 많음

힘든 직업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음
지저분한 집안환경

열악한 가정환경

비위생적 환경

화장실 등의 기본 시설 부족
자녀를 귀찮아하고 무신경함
자녀를 돌보지 않고 TV 시청, 게임만 함

자녀 방치

부적절한 자녀 행동에 대해 제제를 안 함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함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자녀에게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
자녀에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음

부적절한 양육태도

강압적인 양육태도

잦은 체벌
자녀 앞에서 자주 술 마심

부정적 모델링

자녀 보는 데서 부부 싸움을 자주함
심한 욕을 습관적으로 함

공격적 행동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많이 함
사회성 부족
심리적 위축

우울한 경향

타인에 대해 폐쇄적 성향
주의가 산만함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

잘못된 생활태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예절 등을 지키지 않음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성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국한되어 있었음

부모역할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재

초청 강연위주로 부모교육 진행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재
부모역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3-8회기(1-2시간)의 집단상담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부모교육 참여시 유아 돌보미 서비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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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내용)에 대한 요구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형식)에 대한 요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 요구됨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유아기편) 개발 요구 분석

만 뭐 해도 내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흥분을 잘 하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방법을 모르시는

세요. 내가 약자나 갖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죠. (전문가 I)

할 지 정보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
야 할지 모르죠. 평소에 스트레스는 많죠. 그러니 애가 울

심리적으로 위축

거나 말썽부리면 당황하시고 때리거나 윽박지르는 부모들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 F)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뜻대로 안

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되면 친구를 때린다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저는 아

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이들 그런 행동을 보이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충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울해 하고 심리적으

격이고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그 애 엄마는 그냥 놔둔 다

로 위축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자

는 거예요. 신경 쓸 여유도 없으시고. 물어보면 그냥 크는

녀 양육에 충실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과정이겠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부모로서 자녀가 뭘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

잘못하는 것인지,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과 같다.

잘 모르세요. (전문가 H)

대부분 부모님 자신의 1차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

열악한 가정환경

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면에 우울하거나 분노나 이런
게 있는 상태인데,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고 아이는 또 써
포트 해줘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현장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공통적으

게 없는데 문제가 산재가 있는 거죠. 희망이 보여야지 해

로 보이는 주된 특성으로 양부모 가정 외에 한부모,

보는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러니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다보니 자신감도 없고 우울해

모의 직업이 3D 업종이나 일용직 등으로 힘들고 고된

하세요. (전문가 C)

일들을 하였으며, 환경적으로도 좁고 낡았으며, 화장
실 시설 등이 열악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비위

부모님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위축되어 있고, 체념적이

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고, 자포자기적이세요. 매사에 어떤 욕구를 못 느끼세요.
그냥 뭐 이대로 살겠다는 식이죠. 귀찮아하시고. 모든 게

결손가정

귀찮으니 아이 양육도 마찬가지죠. (전문가 E)

현장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에 조손가정이나 한부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모 가정 등 결손가정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즉 저소득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가정들은 이혼가정이나 미혼모가정 등의 한부모 가정

부모들은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여유가 없

이나 조손가정이 많으며, 특히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으며, 이들을 도와줄 자원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나 조손가정의 경우 적절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으

다. 그 결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유무와 상관없

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지

다음과 같다.

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
조손이나 한 부모 가정이 주로 많이 있어요. 조손가정

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
어하세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아무리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으시지만, 정말

- 9 -

이수림․이자영

말씀 드려도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세요. 조손가정에

부적절한 양육태도

대한 개입도 시급해요. (전문가 F)

현장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의 양육태도
부모가 다 있는 가정도 있지만, 한 부모 가정이 많아요.
그나마 어머니랑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난데, 아버지랑 있는
경우는 거의 돌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전문가 H)

가 부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들이 보기에 저소
득 가정의 부모들은 TV를 보거나 게임을 보느라 자녀
를 방치하고 잘못된 모델링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일관되

열악한 직업
현장전문가들은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이 일용직이
나 3D 업종 등에 종사하는 등 열악한 직업을 가지고

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거나 체벌 위주의 강압적
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힘든 직업에 종사하
자녀 방치

다보니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도 적고 심적 여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
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TV 시청, 게임 또는 술을 마시느라 자녀와
상호작용이 많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

식당일이나 목욕탕 때밀이라든지, 일용직 쪽으로 많이

녀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것

하세요. 하루하루가 힘드니 아이한테 신경 쓰기가 힘들죠.

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자신이 여유가 없어 자녀를

(전문가 A)

돌보지 않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기도

생계 때문에 대부분 하는 일들이 힘든 공장 데서 일하
는 즉 3D업종이 많죠. 주말에도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
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E)

어머니들도 대부분 밤늦게까지 TV를 켜놓고 계세요. 아

비위생적 환경. 현장전문가들은 저소득가정의 가정

이들은 따로 있을 방이 없으니까 계속 TV에 노출되는 거

환경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정도로

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아이들과 놀면 좋을

비위생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집이 냄새가 날 정

텐데... (전문가 I)

도로 지저분하다거나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등 위생문
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

비일관적 양육태도

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분이나 상황

환경적인 것도 정말 지저분하고 제가 방문했다가 정말

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의

벌레가 막 기어 다니는 거 보거나. 집에서 냄새가 너무 심

기분이 좋으면, 자녀를 자상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 데서 아이가

을 경우에는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는 등 일관되지 않

자라는 거죠. (전문가 G)

는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이들의 특성은 자녀를 불안
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가정을 방문해보면 화장실이나 샤워. 이런 씻는 시설도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요. (전문가 E)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관성 있게 키워야 하는데,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우
리 아가”, “아~네가 그랬었니~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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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도 “저리가”, “왜 엄마를 귀찮게 하니~” 그러면서

동을 보이고, 내적으로도 우울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어요. (전문가 B)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은 욕과 폭
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친구

강압적인 양육태도

관계가 활발하지 못하는 등 우울한 경향을 보이는 것

현장전문가들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유아임에도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잘 지키지

불구하고 사소한 잘못에도 심한 체벌을 하거나 윽박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르는 등 강압적이고 처벌적으로 자녀를 대한다고
보고하였다.

공격적 행동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누가 지지해주는 사람
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보채거나 뭐 해달라고 하면 윽
박지르거나 때리세요. 아무래도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의
마음을 보살필 여유가 없는 거죠. (전문가 D)

자녀들은 욕을 많이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와 자
주 싸우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부모의 잦은 싸움 또
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규제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부정적 모델링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으

애들이 욕을 그냥 해요. 죽여 버리겠다거나 뛰어내려라

로 나타났다. 즉 부모들을 자녀 앞에서 자주 술을 마

식의 심한 욕들. 다른 애들보다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시거나 고스톱을 칠 뿐만 아니라 자주 욕을 하고 싸

같아요. 애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이 크게 개입을

운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모의 특성은 자녀 또한

안 하세요. (전문가 B)

욕하고 싸우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으로 나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옆에 있는 자전거도 밀고 막 물건

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도 아무 데서나 막 때려요.

같다.

(전문가 D)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우는 모습, 아무래도 집에서 어른

우울한 경향

이 사용하는 언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니까 애들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이 그걸 그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우리 할머니도 하는데 엄마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녀들은 우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

얘기를 하니까 난감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전문가 J)

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잦은 싸움, 부모의 강압
적인 양육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들은 친구들과 잘 어

거의 아빠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시거나 술을 그냥

울리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

아이 있는 데서 마시는 거죠. 집에 가면 술병이 굴러다녀

고 우울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이상의 내용

요. 아이는 방치상태에 있는 거죠. (전문가 E)

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

부모님의 이혼이나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 안에 두려움
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 '믿을 사람

현장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불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욕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문제 행

인지 같은 또래끼리 모아놔도 잘 섞이지 못해요. 물과 기

- 11 -

이수림․이자영

름처럼. 엄마가 잠시 화장실 간 건대도 자지러지게 울기도

일회성의 강의식 교육이 일부 센터에서 진행될 뿐 부

하고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친구들이랑 그나마 어울려

모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요. (전문가 C)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

잘못된 생활 태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저소득 가정의 자
녀들은 기본 생활 예절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

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라 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

부모역할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재

활 태도에 대해 부모들의 적절한 규제나 훈육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
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센터에는 부모교육들은 만들기나 성교육 등
체험 또는 지식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저소득가정의 부모
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고

부모님들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산만해
요. ADHD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ADHD까지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가 산만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데도 부모들이 애
유아 같은 경우는 애들의 성교육이나 부모교육 쪽을 하

들에게 뭐라 안하세요. (전문가 H)

고 있어요.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모
들이 건강해야 신경을 써주고 해서. 부부교육도 가끔은 하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양

고 있거든요. (전문가 I)

육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 따로 하고
하나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것은 요가, 레고닥터,

현장전문가들에게 저소득 가정의 부모를 위한 현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서나

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양육태도 같은 것을 다루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필요한 부모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유

(전문가 D)

아를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건강관련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내용)에

프로그램(아토피, 영양, 위생, 요가, 안전 등), 체험 프
로그램(레고닥터, 쿠키 만들기, 공예 만들기, 문화체
험, 기관방문, 놀이체험), 교육 프로그램(성교육, 학습
지도)이 있었으며, 부모교육으로는 어머니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화향상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향상프로
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주를 이
루고 있었으며, 몇 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
육프로그램 또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일회

대한 요구
전문가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양육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앞
서 부모특성이나 양육태도에서 언급해왔던 부모의 정
신적 건강이나 부모의 따뜻하고 일관된 양육태도 등
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
을 잘 표현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강의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행동수정이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라서 앞서 언급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이 경험하고

잘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방치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적절한 양육에 대해서는

시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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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급

것으로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녀를 돌봐

선무인 것 같아요. (전문가 A)

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시간동안 자녀
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나 보육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건 올바른 습관, 거듭 말

것으로 나타났다.

씀드리지만 어떤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성향도 그렇고. 근
데 약간 부모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부분은 대화가 안 되는

집단상담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방

것. 대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분적으로 잘

문을 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가정방문을 다닐 수 없어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은 아이하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아

듣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러나 지역이 멀거나 시간이 안

이와의 정서교감을 할 수 있는 그걸 인지시키는 자체가 중

되시거나 하면 가정방문을 해서 할 수 있으니 가정방문을

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 I)

혼용해도 좋을 거 같아요. (포천)
매뉴얼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손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형식)에
대한 요구

하나 안대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요. 동영상
이나 배포물이 있으면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

전문가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형식에 있어서는 10

가 H)

명 내외의 소규모가 참여하는 집단상담 형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

이 필요한 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배포물도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동기를

이상의 전문가 10명의 포커스 그룹을 면접한 결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활용하기를

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가정 부모교육을 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

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즉 포커스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룹 면접 결과 나타난 5개의 범주로 나타난 인지적, 심

쉽고 편리한 교육 매뉴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리적으로 취약한 부모, 열악한 가정환경, 부적절한 양

지역에서는 기존의 업무의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외

육태도,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 센터에서 요

부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되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구성요소는 <그림 2>와

회기는 3-8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운영시간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은

1시간-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특징적인

피해의식이 많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취약한 특

그림 2.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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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자녀에게 부적

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

절한 양육태도 및 자녀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득가정의 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가 많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적절하고 일

이러한 자신의 특성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

관되지 않은 양육을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

는 지를 통해 부모 자신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다(민하영, 김경화, 2007; 박혜영, 1993; Lempers et

것이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추출하였다.

al., 1989).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부족

두 번째 요소는 부모-자녀 관계 강화이다. 저소득 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여유가

정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제공해 줄 자원이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자녀의 감

부재한 것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는 부정적

정을 수용한다면,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에

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 자연스럽게 친밀하고 안정적인 양육태도로 변화될

둘째,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환경

것이다. 마지막 요소는 훈육을 통한 자녀 지도이다.

적 특성은 조손이나 한부모 등의 결손가정이 많았으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에게 문제 행동에 대해 훈육하는

며, 양육 환경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자녀들의 공격적인 행동, 잘

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못된 생활태도 등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올바른 행동

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즉 빈곤은 부모의

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인옥, 2006; Crnic & Low, 2002).
셋째,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은 (영)유아의 자녀들을

논 의

방치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본 연구는 현장 전문가외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

과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소득가

석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부모는 일반 가정이 부모에 비해 TV를 많이 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저소득 가정

게 하는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해 덜 관심을 갖고 방치

을 위한 부모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를 많이 한다는 기존 연구(Larson & Verma, 1999;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부모 및

McLoyd, 1998)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자신

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의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등 비일관된 양육태도

Kruger(1998)가 제시한 포커스 그룹 4단계 과정에 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정의 부모

라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

들이 처벌 위주의 양육을 많이 한다(한유미, 손경화,

시한 근거이론 방법론의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수

2004; Hoff, Laursen & Tardiff, 2002)는 기존 연구와

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저소득 가정 부모의 부적

한 결과 나타난 5개의 범주 중 저소득가정 부모의 특

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이나 낮은 자존감 등

성, 환경적 특성, 양육태도 및 그에 따른 (영)유아의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 이경님, 2004; Crnic, Gaze & Hoffman, 2005) 이

포커스 그룹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

에 대한 개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 저소득가정의 부모는 첫째,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넷째, 저소득가정의 (영)유아는 욕을 많이 하고, 물

인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

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마찬가지로 정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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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이 위축되었으며, 신체적으로도 허약하거나 발

돌봐줄 베이비시터와 보육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

달이 늦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

타났다.

과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중류층 가정의 자녀에 비

포커스 그룹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개발

해 정서적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서 심

되어야 할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

리적 위축을 보이며(박민선, 박성연, 1999; 이은주, 이

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어려움으로

재연, 1999),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분노 유발 상황에

인해 저소득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태

서 분노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성미영 등, 2007),

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는 자

그 결과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박민

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스스로

선, 박성연, 1999; Murphy & Eisenberg, 1997)를 지지

인식해야 하며, 향후 자녀에게 올바른 양육을 할 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도록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양육에 대한 자

다음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드

신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스타트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부모대상

둘째, 저소득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경우 심리적으

의 교육은 강의식 교육과 활동중심 프로그램이 많았

로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벌 위주의

으며, 부모가 직접 참여해서 자신 및 자녀에 대해 자

양육으로 인해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건강한 부모-자

각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형태의 부모교육은 거의 부

녀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가정 부모들의 경우,

의 사회성 및 인성발달을 위해 정서적 유대 및 친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해 심리

감에 기반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고, 적절한 양육을 하기 어려운

셋째, 훈육은 유아의 기본적인 행동 습관을 형성하

부모들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고, 문제행동을 다스리는 기본 방침이다. 저소득가정

는 저소득가정의 부모를 위한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

부모 특성으로 훈육에 대한 정보 부재, 일관되지 못한

그램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훈육행동, 처벌적 훈육 등이 나타났고, 이러한 훈육은

(김정원, 1999; 김희진, 2002). 따라서 저소득가정 부모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

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

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유아기는 훈육이 시작

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되는 시기이므로 부모가 올바른 훈육행동을 할 수 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로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도록 프로그램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통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이나 자녀 양육하는 방법

그 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형식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이 친숙하게 부모

과 관련해서는 강의식보다는 집단상담 형태를 가장

-자녀간 상호작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법을 습득할

많이 요구 하였으며, 동영상들을 활용한 교구재와 상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하게 제작된 지도자 매뉴얼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

성인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정보,

타났다. 특히 동영상을 활용한 교구재의 경우, 다양한

반복적으로 제공된 정보일 때 (Knowles, 1970; Powell,

프로그램에서 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부모

1988)일 때 효과가 좋으므로 숙제를 내주거나 부모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

이 실제로 자신의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

로 나타났다(진양희, 1999; Webster-Sttatton, 2001).

록 프로그램 내에 실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쉽고 재

그 외에 저소득가정 특성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미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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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엑스 퀴즈형태를 활용해서 자녀 관찰의 중요성

이다. 이 교육 이후에도 각자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과 유아기 발달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 보완과 관련된 회의를 주기적

모든 회기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역할극 등을 통

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해 직접 자녀와의 대화 또는 칭찬하기, 지시하는 방법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

에 대해 연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구를 위한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 역할극과 상황제시와 관련해서, DVD를 이용하여

포커스 그룹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실제적으로 다양한 양육 상황의 예시를 각 프로그램마

으로써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정

다. 본 연구 결과 주요하게 나타난 저소득가정 부모의

서 일기’와 같이 자신과 자녀의 감정과 정서를 관찰

특성 및 유아들의 행동 특성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언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자녀와

급한 저소득가정의 특성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따

친밀감을 나누고 놀아주는 활동, 참여 부모들끼리 서

라서 저소득가정 부모 및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특성

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활동 등도 유익할 것이다.

및 모형(김경희, 황혜정, 1998; 이영, 신은주, 나종혜,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보

1995; Conger et al.,2002)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급이 확산되기 위한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한편 기존에 개발된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그

자 한다. 현장전문가들도 의견을 제시했듯이, 자녀를

램들은 문헌연구에 기초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현장

위탁할 곳이 없는 저소득가정 부모들의 여건을 고려

의 특성이나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

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저소득가

할 필요가 있으며(김정원, 1999; 김희진, 2002), 저소득

정의 부모와 (영)유아들을 직접 만나는 전문가들의 경

가정 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험을 반영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되면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 제공(예, 유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교육의 대상인 저소득가정

아 놀잇감 등)과 같은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않았다는 데 그 한계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기 때

있다.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성상, 담당자들은 사

문에 각자 부모의 개별적인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많

업의 대상자인 저소득가정 부모들을 개별적인 가정방

이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

문을 통해서 주로 만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부모들이

는 회기동안 지도자가 개별상담이 필요한 부모들을

자신들의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대상으로 개별회기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꺼리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또한 저소득가정 부모들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도자 양

의 갖고 있는 피해의식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양육

성이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및 자녀문제를 토론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진

불편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

행할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는 청

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대상의 의견

소년(상담)지원센터가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부모

수렴은 의미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

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의견도 함께 수렴함으로써 보다

년(상담)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 센터가 부모교육에

더 정확한 요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상담)

한편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본 연구결

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 직원들 중 프로그램 진행자

과는 참여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써 양적인 검

로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선발하여 전국단

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특히 본 연구의 저소득가정

위의 공통된 매뉴얼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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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2, 5-22.

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질적 연구로써 저소득가정 부모들이 갖고 있는 긍정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문

적 측면이나 다른 특성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관심을

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리학회지 : 발달, 11, 12-26.

부모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

김영미 (2003).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특성 및 가정

며,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피험자 집단

환경과 아동방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

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또는 양적연구가 뒷받침되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야 할 것이다.

김정원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관한

또한, 국내에 거의 없는 저소득층 부모교육프로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램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김진이 (2009). 경제적 압박감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부모교

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위험변인과 부

육 프로그램은 일반가정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정적 부모역할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정원, 1999; 김희진, 2002). 그

국아동복지학, 28, 7-43.

러나 저소득층 부모가 일반 가정의 부모에 비해 부적

김현미 (2005).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절한 양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려움 또한 크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

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

원 석사학위논문.

발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김희진 (2002). 저소득층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구성 요인을 찾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적용 및 평가과정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성요인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22(3), 43-66.

수 있는 지는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2008드림스타트사업 교

하고 효과를 검증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육매뉴얼.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한 프

민하영, 김경화 (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

로그램 실시 및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보인다.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박민선, 박성연 (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참고문헌

박현선 (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대리변수와 빈곤동반 위험요

강희경 (2001). 빈곤가족의 학령기 아동발달. 한양대

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6,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3-137.

고상숙, 신동희, 김애화 (2010).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포커스 그룹들과 면담을 통한 교육의 실

박혜영 (1993). 학대아동 가정의 기능평가. 제 9회 한

제 :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한국수학교육학회,

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연구 발표 논문. 한

49(2), 125-148.

국아동학대 예방협회.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성미영, 최인숙, 이강이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한 부모의 정서반응과 유아의 정서지식 및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 1-19.

정서반응 -저소득층 유아와 중류층 유아의 비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

- 17 -

교. 대한가정학회지, 45(8), 61-75.

이수림․이자영

송아람 (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

지, 40(7), 53-68.
이은주, 이재연 (1996).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한국

적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아동학회, 17(2), 195-206.
이재현 (2008). 빈곤부모를 위한 강점관점부모교육 프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

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동의대학교행정대학원

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이혜련, 최보가 (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

어주경, 정문자 (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

모의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

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
회지, 20, 21-40.

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이혜련, 최보가 (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

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5(2), 1-20.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윤정희 (2008). 저소득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증진을 위한 가족집단치료놀이 효과. 한국아동
학회지, 29(2), 89-108.

12(4), 347-369.
정옥분 (2007).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

진양희 (1999). 중류층과 저소득층 유아 어머니의 부

법론. 서울:아르케.

모교육 요구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

사학위 청구논문.

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황혜원 (2004). 가정빈곤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이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지학, 57, 133-164.

복지학회, 9(1), 219-229.

이경님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

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저소득가정 부모교육 프로
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77-91.

한국청소년상담원

드림스타트

사업소개.

www.kyci.or.kr

이경혜, LeBlanc, J. C., 심희옥 (2006). 빈곤아동의 학
업수행 부진 발생요인의 예측과 조기중재 모형

(2010).

한유미, 손경화 (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75-196.

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2(1),

197-206,

이규미, 권해수, 김희대 (2008). 전문상담교사의 초기
정착 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홍인옥 (2006).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및 주거 빈곤 유형구분. 도시와 빈곤, 79,

819-837.

55-83.

이무영 (2008). 저소득가족 무료가정보육서비스 이용
경험평가와 정책방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Adler, N. E., Boyce, W. T., Chesney, M. A., Folkman
S., & Syme, S. L. (1993). Socioeconomic

25-43.
이소영, 옥선화 (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 - 자

inequalities in health: No easy solution. Journal

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9,

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

3140-3145.

- 18 -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유아기편) 개발 요구 분석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Erlbaum Associates.

Kupersmidt,

J.B.

(1995).

Psychosocial

Duncan, G. & Brooks-Gunn, J. (1997). Consequences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Foundation.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1997).

P.

F.,

Evans,

E.G.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Socioeconomic

academic

and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moderating processes. In G.Duncan & J.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up poor (pp.288-310). N.Y.: Russell Sage

Child Development, 66, 774-792.

performance:

Mediating

Foundation.
Simons,

proximal

Garbarino, J. (1992). The meaning of poverty in the

Conger, R. D., Ge, X., Elder, G. H., Jr., Lorenz, F. O.,
&

disadvantage,

(1995).

R.

L.

(1994).Economic

world

American

children.

Behavioral

Scientist, 35, 220-237.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of

Gross, D., Garvey, C., Julion W. A., & Fogg, L.

problems of adolescents [Special issue on

(2007).

children and poverty]. Child Development,

Low-Income,

65,541-561.

Preschoolers. In J. M. Briesmeister & C. E.

Schaefer

Conger, R. D., Patterson, G.R., & Ge, X. (1995). In

Preventive

Parent

Ethnic

(Eds).

Training

Minority

Handbook

with

Families

of

of

parent

takes two or replicate: A mediational model for

training(3rd Ed.): Helping parents prevent and

the impact of parents' stress on adolescent

solve problem behaviors (pp. 5-24). New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80-97.

Jersey: John Wiley & Sons, Inc.

Conger, R. D, Wallace, L.E., Sun, Y., Simons, R. L.,

Hoff,

E.,

Laurson,

B.,

&

Tardiff,

T.

(2002).

McLoyd, V. C., & Brody, G. H.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ing. In M. H.

Economic

Bore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2nd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ed., 231-252). Mahwah, NJ. Eribaum.
Knoweles, M. (197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Psychology, 38, 179-193.

education: Andragogy versus pedagogy. New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reschool

Parenting
Period:

Stress

Relations

the

Kruger, R. A. (1999).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Maternal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6). Thousand

Across
to

York: Association Press.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17-132.

Oaks. CA: Sage Publication.
Larson, R. W.,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Crnic, K., & Low, C. (2002). Every stresses and

adolescents spend time around the world.

parenting. In M. H. Barnstein(Ed.). Handbook of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sychological Bulletin, 125, 701-736,

(pp. 243-267). Mahwah, N. J. : Lawence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 19 -

이수림․이자영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impacts of child care quality on children'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49.

preschool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4, 1454-1475.

Love, J. M., Kisker, E. E., Ross, C., Raikes, H.
Constantine, J., Boller, K., Brooks-Gunn, J.,

Powwll, D. (1988). Emerging directions in parent-child

Chazan-Cohen, R., Tarullo, L. B., Brady-Smith,

early intervention. In D. Powell (Ed.) Parent

C., Fuligni, A.S., Schochet, P. Z., Paulsell, D., &

education a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Vogel, C. (2005). The Effectiveness of Early

1-22). Ablex.

Head Start for 3-Year-Old Children and Their

Scaramella, L. V., Neppl, T. K., Ontai, L. L.& Conger,

Parents: Lessons for Policy and Programs.

R. D. (2008). Consequenc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al Psychology. 41, 885-901.

Disadvantage

and

Children's

Mental

Three

Generation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Externalizing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cross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 1477-1486.

725-733.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Newbury park, CA: S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Webster-Stratton, C. (2001). The incredible years:

Murphy, B. C., & Eisenberg, N. (1997). Young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 training series.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Resid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 Youth,

functioning and their responses when they are

18(3), 31-45.

targets of a peer's anger. Social Development,

6(1), 18-36.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Research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1. 30.

Network & Duncan, G. (2003). Modeling the

게 재 결 정 일 : 2010. 12. 24.

- 20 -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1, Vol. 19, No. 1, 1-21

Needs Assessment for Development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Focus Group Interviews of the Dream
Start staffs
Su-lim Lee

Ja-young Lee

Oregon State University

Seoul Cyber University

Using a qualitative methodolog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needs assessment for development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Ten staffs of Dreamstart program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showed, in low income families, parents' have a persecutive view of themselves and
depressed. Second, there are a lot of parentless families and they have a unsanitary house environment. Third,
parents tend to discipline punitively or neglectly. Fourth,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tend to having aggressive behaviors, depression, and undesirable habits. Fifth, parenting program of discipline the children has not
been in Dream Start Program, so they suggested parenting program for discipline. We discussed that important
components of parenting program are stress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discipline education using participants' practical exercise. We also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low income family, Dream Start Program, Focus group interview, Parent training program, chi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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