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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
원과 부모 효능감이 유아교육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부모 효능감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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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부모참여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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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교육은 유아기 동안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의 실행으로(심성
경, 이선경, 이정숙, 이춘자, 이효숙, 조순옥, 2001), 성공적인 유아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
모, 교사, 교육과정, 기관과 가정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배지희, 2002). 특히 유아교육 기관
에서의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는 성공적인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인으로(Epstein, 2001; Fantuzzo, Tighe & Childs 2000), 지속
적인 부모참여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Corner & Haynes, 1991) 부모와 기관
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배지희 2002).
부모참여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자원의 투자로 정의되는데(Sheldon, 2002), 부모참여의 실
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교육기관에 자원봉사(volunteering)로 참여하거나
자녀의 과제를 도와주는 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참여의 형태이다. 두 번째는 교육기
관의 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이다. 예를들면 부모가 자녀의 교실을 방문하고
교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며 기관의 초청연사 활동에 관심을 가져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활동을 들 수 있다. 또 교육기관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가정에서 그들
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유효했던 전략에 관한 정보를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Carlisle, Stanley & Kemple, 2006). 이제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
모참여는 부모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부모교육의 개념만을 의미
하거나 교육기관에 자원봉사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미국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인정제 개발연구,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나타나듯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이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사와 부모,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Berger, 2002; Eldridge, 2001; File, 2001).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는 교사에
게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Swap, 1993; 서영희, 권미량, 김은주, 2006, 재인용), 아동 개개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한다(Carlisle et al., 2006). 부모들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적 기
술과 방법론을 알게되고 부모들 스스로가 자녀교육에 관한 교육적 정보를 얻음으로서 자녀
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Schneider, 1993; 서영희 외 2006, 재인용), 자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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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에서의 일상경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장점이 있다(Carlisle et al., 2006). 또 아
동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이 가정과 친숙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기관 적응에 도움을
주고, 부모와 교육기관의 협력과 우호적 교류를 통해 아동들은 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보다
가치를 부여하게 한다(Carlisle et al., 2006). 이렇듯 부모참여는 아동의 생활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부모참여가 유아의 성공적 발달과 학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참여를 잘 이뤄지게 하는 변인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대한 효과검증 결과, 유아의 인지 및 사회정서 등 아동발달의 모
든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가 일관되게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제 부모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변인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인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주 담당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 내외적 요인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부모참여와 같은 부모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내적변
인은 어머니의 인지적 구조를 결정하는 부모 효능감을 들 수 있다. 부모 효능감이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모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다(Coleman &
Karraker, 2000). 부모 효능감은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높은 수준의 부모
효능감은 아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Donovan & Leavitt, 1985; Donovan, Leavitt & Walsh,
1997; Unger & Wandersman, 1985), 상호작용 수준(Mash & Johnston, 1983), 적극적 양육
행동(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을 예측하게 한다. 반면에 낮은 부모 효능감은
방어적이고 지시적 양육행동(Donovan, Leavitt & Walsh, 1990), 부정적 정서행동, 부모역할
에 대한 무기력, 가혹한 양육(Coleman & Karraker, 2000), 소극적인 양육행동(Well-Parker
et al., 1990)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부모 효능감은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
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행동 즉, 부모참여의 주요 요인이 되리라 판단된다.
어머니의 부모참여에 영향을 주는 외적변인으로는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Sheldon, 2002), 이러한 관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부모에게 지
지기반을 제공해준다. 사회적 지원이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동력 지원,
부모역할에 대한 격려와 긍정적 평가, 양육전략을 제공받는 것으로(Carlisle et al., 2006) 부
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 네크워크 구성원들과 성공적이고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부모에게 부모역할을 보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해주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네트워크로부터 받는 지원이 단단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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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아동 교육에 대한 참여수준이 높아지게 된다(Sheldon, 2002). 한편, 어머니의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원은 대부분 가족에게서 발생되고 그 외에는 교육기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남편의 지원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게 된다(Belsky, 1984). 반면에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
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며(Goldberg, 1990) 자녀와의 상호
작용도 덜 긍정적이었으며 양육태도도 더 거부적이고 적대적이었다(Olweus, 1980). 남편 외
의 사회적 지원과 유아교육 참여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흑
인계 미국가정의 아버지의 경우, 교회, 직장동료나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자
아 존중감 및 자아 효능감과 관련이 있고(Taylor, Chatters, Tucker & Lewis, 1990), 부모자
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man,
1983) 유아교육에 대한 참여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eduzzaman & Roopnarnne, 1992).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
유아교육 참여도 간의 관계를 추론해 보면, 사회적 지원이 높은 부모 효능감을 이끌어내고
높은 부모효능감은 유아교육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이 짐작된다.
지금까지 부모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부모참여의 의미를 밝히거나(이순형, 1992; 이원영,
배소연, 2000; 배지희, 2002), 부모참여의 실태 조사(박정태, 2004; 차미영, 이미애 2009 재인
용), 자원봉사자로서의 부모참여 실제(Comer & Haynes, 1991; Hara & Burke, 1998;
Reynolds, 1991; Smith & Howes, 1994, 박화윤, 최재숙, 2001),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의 인
식 및 만족도(조복희, 현온강, 1994; 현온강, 최혜란, 1996; 안선희 2004; 최광희 2004)가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소극적 협의의 개념에서의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
를 말한 것으로 빈도나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부모-교사 간 상호협력관계의 질 등을 고려한 광의의 개념에서의 부모참여를 연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지지가
없고 기관 및 교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참여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부모참여는 교사와의 접촉 빈도 뿐 아니라 접촉 시 부모가 느끼는 편안함의 정
도, 부모참여에 대한 부모의 관심, 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자녀교육을 위해 참여하는
정도(예. 동화책 읽어주기,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이 방문하기,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기
간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모두 고려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의 다차원적 형태(부모-교사 간 접촉 빈도, 부모-교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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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질적 수준, 부모의 기관에 대한 지지 수준, 자원봉사자로서의 교육참여)를 고려하여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
보고 그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미
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부모 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
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
이집,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어머니 181명이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
업이 30.4%(55명), 전문대 졸업 33.7%(61명), 4년제 대학 졸업 29.3%(53명), 대학원 재학 이상
3.9%(7명), 무응답 2.8%(5명)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모가
33.1%(60명), 전업주부가 65.7%(119명), 무응답 1.1%(2명)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34.18세
(SD =3.28)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외동이거나 첫째만 재원하고 있는 경
우는 40.3%(73명)이었고, 둘째이거나 두 명 이상의 아이가 재원 중인 경우는 58.6%(106명)으로 나
타났다.
2. 측정도구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
의 지원과 주위도움의 지원(확대가족 네트워크 및 시설이용)을 측정하였다. 먼저 남편의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8)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를 신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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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997)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이 부모
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는 어떠한지, 자녀에 대한 평가
와 양육, 문제해결 방법에서 부인과 얼마나 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
고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위 도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Belsky와
Robin(1984)의 사회적 양육지원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맟춰 이윤진(2006)이 수정한 척도
(7문항)를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남편 외의 확대가족 네트워크 즉, 친정과 시댁에서 받
을 수 있는 지원과 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5점 리커트 식으로 되어 있어 응답범위가 2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지각을 의미한다. 척도 하위요인과 신
뢰도 검증 결과는 <표1>과 같다.
부모 효능감(Self-efficacy for Parenting Task Index)
이제까지 대부분의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단지 하나의 측정 전략을 사용해 부모
효능감 측정에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Colemen과 그의 동료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모 효능감 측정도구와 내적상관이 있으면서 다차원적 영역(훈육, 성취, 여가, 양육,
건강)을 모두 포함한 측정도구 Self-efficacy for Parenting Task Index를 개발하였다
(Colemen & Karrakaer, 2000). 이 척도는 특정 영역에 대한 부모역할의 효능감을 측정하
는 것으로 총 36문항, 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 및 그 영역에 대한 설
명, 척도 신뢰도는 <표1>과 같다. 원척도에서는 각 문항이 6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하위변인을 합산한 응
답범위는 36점에서 18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parent version)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밴더빌트 대학, 듀크 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자들로 구성
된 Conduct Problems Preventions Research Group(CPPRG)에서 fast track project 를
통해 개발된 부모-교사 참여 측정도구 중 4학년 미만 자녀를 둔 부모용으로 제작된 측정
도구(1995, 2002)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
(3)

1)

2)

1) Fast track project는 교육기관의 규모, 인종, 빈부의 수준 등을 고려한 후 다단계의 선별과정을
통해 무작위 추출법으로 10000여명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추적연구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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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얼
마나 자주 PTA 모임에 참석하십니까?)을 삭제한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내
용과 척도 신뢰도는 <표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하위요인별 내용과 문항 수, 신뢰도 검증결과

하위요인
훈육(discipline)
성취(achivement)
부모 여가(recreation)
효능감 양육(nurturance)
건강(health)
사회적
지원
부모
참여

남편지원
주변지원
접촉 빈도
관계
기관에 대한 지지
자원봉사 및 참여

내용
문항수
규율과 체계를 제시
8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조장
7
또래와의 사회화 과정을 포함한 아동의
7
여가에 대한 지원
정서적 양육 제공
7
신체적 건강 유지
7
자녀 양육을 위한 남편의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확대가족 및 기관지원
부모-교사 간 발생하는 접촉 빈도
부모-교사 간 관계의 질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 정도

신뢰도
.86
.74
.82
.80
.73

36

.91

13

.89

7

.73

20

.85

4

.70

7

.71

4

.90

10

.69

25

.80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공 전문가 3인으로부터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후, 유아교육기관 현장에 근무 중인 기관장과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지 초안의 안면타당도를 검증받
았다.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
를 이행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어
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내용이 포함된 설문지 200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
하였다. 배부 후 우편과 개별 방문을 통하여 193부(회수율 96.5%)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2) Fast track project에서 parent involvement 측정도구로 교사용 version과 4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용 version도 개발되어 있다.

- 39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8권 제4호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 12부를 제외한 181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ɑ를 산출하였다. 주요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연구문제별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

2>

.

<표 2> 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 및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 간 상관관계

사회적 1.남편
지원 2.주위
3. 합
부모 4.훈육
효능감 5.성취
6.여가
7.양육
8.건강
9. 합
부모 10.빈도
참여 11.관계
12.지지

1

2

3

4

5

6

7

1
.26**
.87***
.29***
.32***
.34***
.38***
.37***
.50***
.14
.23**
.18*

1
.70***
.13
.02
.24**
.12*
-.01
.13
.12
.25**
.17*

1
.28***
.25**
.37***
.35***
.27***
.43***
.17*
.30***
.22**

1
.19*
.20**
.23**
.22**
.53**
-.10
-.02
-.02

1
.39***
.40***
.42***
.70***
.21**
.22**
.06

1
.47***
.27***
.66***
.24**
.24**
.17*

1
.53***
.79***
.16
.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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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
.74*** 1
.15 .17* 1
.10 .24** .44*** 1
-.06 .08 .12 .38***

12

1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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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27
합 .32
평 균 2.94
표준편차 .41

13.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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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 .16* .57*** .40*** .31*** .20** .48*** .24** .26** .07
1
.20** .34*** .05 .44*** .41*** .30*** .17* .40*** .64*** .81*** .53*** .65*** 1
2.30 2.72 3.44 3.05 3.32 3.64 4.09 3.61 2.47 3.90 3.97 2.67 3.19
.52

.36

.40

.48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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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55

.33

.57

.49

.56

.35

.31

***

p<.001

분석결과 사회적 지원과 부모참여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4,
p<.0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도움(r=.32, p<.001)과 주위의 도움(r=.20, p<.01)
이 많을수록 부모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효능감은 부모참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r=.40, p<.001),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취에 관한 효능감(r=.44, p<.001), 여가 효능감(r=.41,
p<.001), 양육 효능감(r=.30, p<.001), 건강에 관한 효능감(r=.17, p<.05)이 클수록 부모참여
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2.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에 입력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 분산팽창계수(VIF), Durbin-Watson 계수를 확
인하였다. 확인결과,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r = .80 미만이었고 분
산팽창계수(VIF)는 1.05-1.77, Durbin-Watson계수는 2.04로 독립변수 간에 자기상관 현상
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어머니의 부모 효능
감과 사회적 지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

부모참여
Model1

사회적 지원
남편도움
주변도움
부모 효능감

B

Model2

β

B

β

.50

.32***

.25

.16*

.26

.13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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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성취
여가
양육
건강
F

R

2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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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1

.77

.34***

.55

.20*

.14

.07

-.18
***

-.09
***

12.42

9.87

.12

.28

.1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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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부모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도움(β
=.32, 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부모 효능감이 유아교육기관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 회귀
분석 모델에 부모 효능감 하위요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 회귀
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남편의 지원(β=.16, p<.05)과 부모 효능감의 하
위 변인 중 성취 효능감(β=.34, p<.001), 여가 효능감(β=.20, p<.05)이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은 부모참여를 28% 설명하였으
며, 첫 번째 단계보다 설명력이 약 18% 증가하였다.
3. 사회적 지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련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Seo, 2003; 이경하, 2009; 김한나, 서소정,
2012). Baron 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a),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한다(c). 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b),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c)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
(c`)의 회귀분석결과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한다. 이때 (c`)를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β)가
유의하지 않거나 (c`)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더라도 (a)와 (b)가 유의하
고 (c)에 비해 감소하였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Baron &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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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2009; 김한나, 서소정, 2012, 재인용).
사회적 지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와의 관계에서 부모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세 가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독립변인, 부모
효능감이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이
독립변인, 부모참여를 종속변인인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독립변인, 부모참여가 종속변인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986; Seo, 2003;

β=.34***

사회적 지원

부모참여

β=.23**
사회적 지원

β=.43***

부모 효능감

β=.30***

부모참여

<그림 1> 부모 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지원과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와의 관계 모형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사회적 지원이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인인 부모 효능감으로 상정한 회귀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43 p<.001). 둘째, 사회적 지원이 종속변인인 부모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4, p<.001). 셋째, 매개변인인 사회
적 지원과 독립변인인 부모 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사회적 지원(β=.23, p<.01)과 부
모 효능감(β=.30, p<.001)이 유의했으며, 이때 사회적 지원의 β값이 .34에서 .23으로 감소
하여 부모 효능감이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원이 매개변인인 부모 효능감을 통해 부모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3.27, p<.001).
<표 4>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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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 → 매개)
2 단계
(독립 → 종속)
3 단계
(독립, 매개 →
종속)
1

변인
사회적 지원 →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원 → 부모참여
부모 효능감 → 부모참여
사회적 지원 → 부모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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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β

R

.43***

.18

38.29***

.34***

.11

22.21***

.19

19.70***

.30***
**

.23

F

***

p<.001

Ⅴ. 논의 및 결론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란 부모가 자녀의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의
사결정, 지원자, 보조자, 방문자 등의 다차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유아기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도
울 수 있는 시기로(National Research Council, 2001),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교육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하며 어떠한 비용을 치루더라도 자녀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젊은 부모들은 자녀발달을 교육기관에 의존한 채, 좋은 기관에 보내면 자녀교육은
성공하리라 맹신하며 좋은 기관 찾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좋은
기관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특성과 기관변인, 부모변인, 또래변인 등이 모두 완벽한 기
관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기관이 있어도 모든 변인의 특성이 고정되어 있을 순 없
으므로 부모의 역할이 기관선정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아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연령은 더 어려지고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어, 교
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끝없는 관심과 연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사회적 지원, 부모 효능감)의 영향력과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가족 및 사회적 네터워크로부터 지원이 많을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기
자신감인 부모 효능감이 높아짐을 뜻한다.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인 건
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에서 자신의 역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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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협력, 특히 양육에서의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
움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부모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지도나 훈육과
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 발달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
으며(이전신, 최영희, 2010),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Collins-Allen, 2006).
둘째,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성취에 대한 효능감
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 효능감 역시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취에 대한 부모 효능감은 자녀의 교육에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뜻한다. 또 여가활동 지원 효능감은 자녀의 사회
화를 위해 부모가 교육 외적 시간에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시키거나 개선시키고, 여가활동
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이 두 하위요인은 부모
가 직간접적으로 자녀와 교육기관, 자녀의 사회관계에 참여하는 영역으로, 교육기관과의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기타 부모역할들(훈육, 건강, 자녀의 양육)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신념에 따라 행해지는 활동들로 교육기관이나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부모참여행동에 직접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모든 가능한 지원 중 남편의 지원이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밝
혀졌다. Belsky와 Vondra(1989)에 따르면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안
녕의 증진에 영향을 미쳐 부모 역할에 관한 기술을 좋아지게 한다고 하였다. 남편의 사회
적 지원은 물리적 지지 뿐 아니라 정서적 공유, 어머니 양육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는 것으
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특성인 강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
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의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
의 지원이 효과적이며, 남편이 자녀의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시
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 간 관계에서 부모 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나 주변의 협력을 많이 받는 어머니
들은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 효능감을 가지며, 높은 부모 효
능감은 부모참여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표출되어 결과적으로 더 적극적
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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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Collins-Allen, 2006).자기 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많은 양의 비평을 받고 사
회적 지원은 거의 받지 않으면 자신감 부족을 야기시킨다고 한다(Bandura, 1997). 유아교
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는 대부분 30대 초중반(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의 평
균 연령 역시 34.18세로 나타났다)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의욕은 있으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때때로 부모로서의 자기역량을 의심하는 부모기에
속해있다. 이때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기
능을 하게하여(Holloway, Suzuki., Yamamoto & Behrens, 2005), 부모 효능감을 향상시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 지지기반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무선표집하지 못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를
표집하였다는 점과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학력, 자녀 출생순위,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 둘째, 부모참여에 관련한
부모행동을 측정하는 데에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스스로 체크
하는 부모평정척도로 설문지를 통해 양적연구로 진행하였는데, 부모의 자기평가도구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및 부모의 실제행동에 대한 관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부모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사회적 지지, 부모 효능감)의 영향력과 그 경로를 분석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 부모참여를 위한 올
바른 정보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실시, 부모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반 확충 등이 이루어져
유아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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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for parenting task on parent involv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bjects were 181 mothers with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three to five years old.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1)

Self-efficacy for parenting task

index(Colemen, Karraker, 2000), 2) Social support(Shin, 1997 ; Lee, 2006) and 3)
Parent involvement(Conduct Problem Prevention Research Group(CPPRG), 1995;
2002).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elf-efficacy for parenting
related to children's achievement and recreation, social support from the husb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parent involv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lso, mothers' self-efficacy for parenting task mediated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 involv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f parenting, parent involve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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