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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사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을 면담을 통
하여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중 경력이 2년 이상이며 모바일
메신저를 현재나 과거에 부모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1년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 5명으로 구성되었
다. 자료수집은 각각 면담과 메신저 내용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연구참여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가 편리성, 관계형성,
그리고 친근한 교사상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둘째, 연구참여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가 업무부담,
사생활 침해, 전문적인 교사상 영향 등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 교사
들이 자연스럽게 모바일 메신저를 현장에서 부모와 사용하면서도, 그 적절한 활용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을 형성하지 못한 것을 시사한다. 모바일 메신저 사용에서 오는 업무부담, 사생활 보호, 전문적 교사상 확
립을 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제어：모바일 메신저(mobile messenger)
부모참여(parent involv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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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Epstein(2010)은 부모참여의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교-가정-지역 사회 간의 파트너
십 관계 유지가 핵심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이해당사
자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교사가 부
모에게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형태를 넘어서,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
달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역동적이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Sumsion, 1999).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 및 양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Epstein, 2010; Keyes, 2000). 현재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반면, 부모들
의 교육수준이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또한 무상 보육의 보급에 따라 사회 전반
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이윤진, 이정원, 김문정, 2012).
유아교사들은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효과적
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적인 교사-부모의 관계에 기반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
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유효순, 이원영, 2008; Epstein, 2010).
연구자들은 이러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방법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반영하여 확장된
다고 설명한다(Keyes, 2000). 현재도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
통신문이나 직접면담과 더불어 전화·이메일·웹페이지·단문형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이진화, 임원신,
2009; 조혜경, 고영미, 조부경, 2011; 차경수, 조미헌, 2009; Power, 2010; Steiner, 2014). 스
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메시지 전송 서비스
인 모바일 메신저 또한 사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김민철, 2013). 모
바일 메신저는 동시성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접근성(Jang, Lee, & Kim, 2013)을 가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사-부모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교육 현장에서
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2012).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는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교사-부모 의
사소통 방법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제
한적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부모는 모바일 메신저가 교육업무의 일부로 활용되는 것에 대
하여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하유나, 2014). 예를 들어, 기존의 기업 환경에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한 사례에서는 모바일 메신저가 업무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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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2). 따라
서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
사의 인식을 활용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기관-가정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Ⅱ. 연구방법
1. 모바일 메신저의 개념
모바일 메신저는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
의를 내리기 어렵다(한은영, 2013). 그러나 그 기초적인 개념은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인
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접
속자가 동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체계이다(허수미, 2012). 1996년에 보
급이 시작된 ICQ 메신저를 기점으로, Microsoft Network 메신저, Yahoo 메신저, NateOn
메신저 등이 보급됨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유형의 실시간
의사소통 체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는 가상 공간
에서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메신저 사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향상 시킬 수 있다(Jang et al., 2013).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의 특징은 즉각적
인 상호 의사소통 기능, 대화상대의 접속확인 기능,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의
사소통 기능 등으로 설명된다.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는 개인 간 대화에서부터 업무상의
화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한은영, 2012).
모바일 메신저는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모바일 네트
워크를 통하여 구현하는 서비스(Wikipedia, 2014)로, 주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채팅. 사진/동영상공유. 음성/영상통화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
한다(조성완, 2012. 4. 2; 한은영, 2013). 모바일 메신저는 기존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
와 달리 무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을 통해 정해진 데이터 한도 내에서 시간, 장소, 횟수에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정희석, 2012).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http://www.whatsapp.com)은 모바일 메신저의 개념
을 성공적으로 보급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왓츠앱은 2014년 기준으로 5억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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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유료사용자가 있으며, 하루에 10억건 이상의 메시지를 교류하고 있다(Forbes, 2014).
국내에는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이며,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
비스(Social Network Service)와도 연동이 가능하다(카카오, 2014).
일부 연구자들은 모바일 메신저가 소셜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
다. 즉, 모바일 메신저를 기존의 개방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차별되는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설명하면서 한정된 이용자 간의 소통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사적ㆍ공
적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 상호 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한다고 보았다(Newson, Houghton, & Patten,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
신저를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과 구분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활용되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기능에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모바일 메신저의 활용
모바일 메신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로 기존
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와는 달리 거추장스러운 아이디 추가나 이메일 주소 입력을 통
한 친구 추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 주소록의 전화번호만으로 손쉽게 메시지를 주
고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자동적으로 메신저 서비
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의 SMS와 달리 스마트 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있어 최소한의 비용만 발생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단체 메시지 기능
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학급과 같은 집단 내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김민
철, 2013).
기업들은 모바일 메신저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 환경에서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터 기반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사용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shdown, 2011). 스마트워크 환경이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
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으로
서, 재택 근무ㆍ모바일 근무ㆍ스마트워크 센터 등의 세 가지 업무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
이다(안전행정부, 2014). 이러한 형태의 업무환경 변화는 업무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높아
졌으며, 기존의 사무실 기반의 업무환경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요기업들은 이
미 태블릿 컴퓨터와 모바일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김꽃마음, 2011).
반면, 모바일 메신저 등을 사용하는 업무환경이 사무실을 벗어난 즐거운 업무환경 이라
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업무량증가, 업무와 개인 공간의 경계의 문제 등으로 인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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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증가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김연희, 2010; 김지수, 2013. 10. 26;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2). 독일노동부는 2013년에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회사 밖에
서 개인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 직원에게 이
메일, 메시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Telegraph,
2013).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메신저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도출된 이러한 결
론은 모바일 메신저를 공적인 영역인 교실환경에 적용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도입에 앞서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용 컴퓨터 기반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와 교육현장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개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Parviainen & Parnes, 2003). 연구자들은 컴퓨터를 매
개(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로 한 동시적(synchronous) 의사소통과 비동시적
(asynchronous) 의사소통을 교육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의 의사소통의 적절
한 혼합이 가장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부모들의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
명하였다(Johnson, 2006; Juniu, 2009). 배지환, 김현배(2013)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를 통하여 교사와 부모 간에 교육공
동체로서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메신저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 이를 교사-부모 의사소통에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2012)은 한 중학교의 학년별
단체 채팅방 구성을 통하여 모바일 메신저가 교사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에 활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에서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가 맞벌이 부부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정보과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의 범위와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모바일 메신저
를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의 전화번호의
자동 저장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노출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밤낮 없는 ‘카톡 폭탄’, 즉
대량으로 모바일 메신저 대화가 오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부모를 자신의 대화목록에서 차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포기하
기도 한다고 설명되었다(김건희, 2012. 4. 20; 박수진, 2012. 9. 22).
한동균(2012)은 유치원에서 웹사이트, 전화, SMS, 인쇄물, 알림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교사-부모 의사소통이 모바일 메신저의 형태로 통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가능한 모바일 메신저 앱을 개발하였다. Scholastic(2014)은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부모와 손쉽게 메시지를 보내고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Class
Messenger를 개발하여 현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는 부모들에게도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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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함으로써 파트너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
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교사들은 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의 교육적 신
념과 부모의 요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박향
아, 제경숙, 2003). 유아교사와 부모는 협력관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유아교육 및 보육 환
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며, 교사-부모 의사소통은 이러한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보영, 김현주, 2013). 이러한 유아교사의 환경을 바탕으로, 모바일
메신저의 실제 사용자인 유아 교사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교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사통에 대한 유아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자의 기준을 설정하였다(배지희, 방혜경, 권미혜,
2012; 하유나, 2014). 첫째,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이고, 교사 업무의 일부로 부모와 의사소
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교사 5명을 의도적
으로 표집하였다(Patton, 1990). 연구참여자 5명은 모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카
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현재 활용하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특정 메
신저에 대한 편향성은 하유나(2014)의 연구에서 부모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교사들
중 90%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한다는 측면을 반영하지만, 특정 메신저에 연구참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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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

연령

교육
경력

근무기관

담당연령

유아/교사 수

기관
규모

부모와 메신저
사용 경험

교사 A

27세

5년

사립유치원

만5세

25/2
(공동담임)

4학급

있음(현재 사용중)

교사 B

27세

2년

사립어린이집

만1세

9/1

3학급

있음(현재 사용중)

교사 C

27세

5년

공동육아
어린이집

만3-5세혼합

9/1

4학급

있음(현재 사용중)

교사 D

27세

3년

공립유치원

만5세

24/1

2학급

있음
(현재 사용하지 않음)

교사 E

28세

4년

사립유치원

만3-5세혼합

30/2
(보조교사)

5학급

있음(현재 사용중)

연령순 나열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
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
의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제한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 현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되었다(Miles & Huberman, 1994; Strauss & Corbin, 1990). 구체적인 자료
수집은 면담과 메신저의 내용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원이 사전에 예비 질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후,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일대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2013년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 별로 진행되었고, 면담의 내용은 메신저의 활용 여부,
구체적인 활용방법, 다른 학부모 의사소통 방법과의 차이, 활용하는 정보유형, 활용에 따
른 장점과 단점, 활용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
어,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담 내용은 디지
털 녹음기로 기록된 후 전사되었다.
1차 면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이후, 연구참여자의 교육경력에 걸쳐서 메신저 사용에
따른 부모-교사 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차 면담을 실시하
였다. 2차 면담은 2014년 11월에서 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 별로 이루어졌고, 교
사의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메신저 활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집
중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메신저 대화 제출에 동의한 교사 3명으로부터 실제 학부모와 2013년 10월에서

1 2 6 육아지원연구 제 9권 3호

2014년 4월까지 이루어진 메신저 대화 중 교사가 “부모와의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라고
선택한 대화 사례 총 116개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10월에서 2014년
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수집 시기는 유아교사들이 학기말과 학기초에 과중한
업무(김이경, 양성관, 2010)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 학기의 마무리와 시작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사와 부모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었다. 면
담 결과와 부모-교사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전사된 후, 3인의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1차적으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분석되었다(Hsieh & Shannon, 2005). 1차 분석은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Information Computer Technology(ICT)의 교육현장 도입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들(Hadley & Sheingold, 1993; Laffey, 2004; Varank & Tozoglu, 2006)을
바탕으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1차적인 범주는 메신저 활용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교사의 메신
저 활용 능력, 부모-교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외부적인 지원, 메신저 활용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변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사자료를 개방코딩하여 기존의 연
구에서 짚어내지 못한 패러다임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2차적인 범주는 메신저
와 교사의 업무부담, 메신저와 프라이버시, 메신저를 통한 부모-교사 관계 변화 등으로 분
류되었다.
면담과정과 자료처리, 분석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내용에 관하여 연구팀의
내부적인 논의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2차 면담
에 참여한 교사들 3명에게 이메일을 통한 간략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편리성 대 업무부담, 관계 형성 대 사생활 침해, 친근한 교사상
대 전문적인 교사상 등 3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편리성 대 업무 부담
모바일 메신저를 교육현장에서 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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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5명중 4명이었다. 교사 D는 메신저 사용경험은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교사들은 메신저를 특정한 동기나 목적에 의해서 부모들과 사용하기
시작하기 보다는, 교사로서의 역할 중에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카카오톡을 쓰게 된 건 작년에 아마 처음에 휴대폰을 왜 사고 나면 바로 카카오톡
번호등록을 하면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연결되잖아요... 초반에는 학부모들한테 내 핸
드폰 번호를 알려주게 되다보니까 그걸로 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됐는데... 제가 학부
모한테 카카오톡을 쓴 적은 없었고, 학부모들이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이들이
결석을 한다든가, 오늘 뭐 유치원에 있었던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엄마들끼리 일어났
었던 일들을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줬었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그랬죠.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본 연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교사들의 메신저 의사소통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
여 교사들은 유아의 결석, 활동보고, 귀가알림, 준비물 요청, 정보 확인, 유아 건강상태 전
달, 유아 교우관계, 유아와 부모의 갈등 등에 대한 내용을 부모들과 메신저를 통하여 소통
하고 있었다.
거의 매일 카카오톡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원하기 전, 귀
가 직전에 카톡을 확인하고, 부모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한, 유아들의 하루 일과를
특별히 전달해야 할 경우 귀가 후(3시 이후)에 카톡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저는 주로 유아의 건강상태, 또래관계, 하원 변경(유아를 데려가는 대상, 차량), 가정
에 요청해야 할 사항(유아 준비물, 옷(원복/체육복), 유아가 결석할 경우 카톡을 활용

(교사 A, 2013년 10월 면담)

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림 1] 의사소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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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를 사용하여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은 단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메신
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길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짧고 간단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집중
되었다. 특히 짧은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전달의 확
인까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시적 의사소통과 비동시적 의사소통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다.
전화보다는 카톡을 시간에 즉각즉각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상세히
그리고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또한 메신저는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정통신문과 같은 소통수단보다는 개별화되
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텍스트
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유아 개인의 작품이나 하루 일과 중 활동모습을 이미지
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간단하게 전송하는 기능은 교실에서의 유아의 일상을 확인하기 어
려운 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B는
이러한 기능이 교사가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유아의 생활을 부모와 공
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유아가 교실에서 다쳤을 경우) “다쳤어요” 라고 사진 찍고 (카톡이) 끝이 아니예
요... 2시간대 별로 상처부위를 사진 찍어 보내줘요. 2시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약은 계속 바르고 있는 상태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어땠는지... 이제 상처가
거의 없어졌을 때는, 상처 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죠.
그럼 저희반 아이들 학부모들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그림 2] 사진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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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편리성이 단순한 의사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가벼운 대화를 통
하여 교사와 부모 간의 간극을 좁히고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메신저가 개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교사 대 부모 라는 공적인 개념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이라는 관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톡을 활용하면서 느낀 점은 부모 교사 간의 친밀감이 형성되고, 원만한 관계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져 부모가 교사의 교육방
식을 수용하고, 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줍
니다.

(교사 A, 2013년 10월 면담)

반면에, 연구 참여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메신저를 활용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져오
는 업무 부담에 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유형의 업무 부담을 설명하였다. 첫째, 교육현장에서는 기존의 알림장, 가정통
신문,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부모 의사소통 수단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신저
라는 의사소통 수단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위해 알림장과 카카오톡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도 일과시간 안에만 하면 좋아
요. 그리고 나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둘째, 메신저가 개인 대 개인 간의 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가정통신문이나 웹페
이지가 가지는 일대다수의 의사소통과는 다르게 일대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 교사들은 메신저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부모들
이 그러한 경로에 대하여 인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메신저의 사용이 증가
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부모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교사와 일대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업무의 증가로 인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답을 해주기는 불가능해요. 부모들이 메시지 하나씩만 보내
도 많아지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요.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셋째,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메신저 의
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부모들이 상시적으로 유아들을 보호하고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교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정작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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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아들에 대한 교사의 주의가 분산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몇 초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몇 초 순간에 아이들은... 돌발적인 행
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친구 얼굴을 할퀴었으면 그건 제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를 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연구 참여 교사들은 메신저가 교육현장에서 부모 의사소통에 활용되는데 대하여 업무
적인 관점에서 장점과 한계점에 관하여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메신저
사용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부모와의 메신저 사용이 교사의 또 하나의 공식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국내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이미 높은 상태이며, 메신저가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수업이고 뭐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게 카톡
이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에서 밥하고 있는데 아홉시
열시에도 오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하기
에 카카오톡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모든 엄마들이 인식이고.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교사의 메신저 활용여부가 아니라, 교사 업무
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메신저의 활용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계 형성 대 사생활 침해
메신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 학급
의 부모, 혹은 부모들과 온라인 채팅 공간으로 초대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의사소통을 하
는 것이 한 가지 사례이다. 연구 참여 교사 중 일부는 부모/부모들과 대화방을 구성하여
부모들과 집단으로 전달사항 등을 의사소통 하거나, 부모들에게서 교사로서의 격려와 지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긍정적인 거 같아요... 서로 불편한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정도
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원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연락을
하시게 되면 힘내라고 얘기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교사 C, 2013년 11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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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계 형성 사례

교사의 성장주기에 있어 초임교사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 특히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배지희 등, 2012; 유효순, 이원영, 2008).
본 연구에서 일부 연구 참여 교사들은 메신저를 통한 집단 의사소통이 초임교사 시기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초임 때는 엄마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고 불편하고, 누구나 다 그럴 텐데. 그게

2년차 때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엄마들이랑은 멀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
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랑 좀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정말 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부모님들도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 오늘은 몸이 안 좋아보이세요 이런
농담이라도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교사 E, 2013년 12월 면담)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부모와의 메신저 사
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사생활 침해의 첫 번
째 관점은 근무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었다. 참여 교사들은 일부
부모들이 메신저를 사용 시 처음에는 교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등원ㆍ하원 시간 등의
시간에 맞게 조심스럽게 보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사와 부모의 거리감이 줄어들
면서 근무 시간 이후나 밤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면서 밤 10시, 11시에도 카카오톡으로 질문하고... 처음에는 부
담 없이 얘기해줬죠. 처음에는 학부모님도 좀 미안해했어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학
부모가 미안해하는 상황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저도 늦게 연락이 올 때면 나
의 개인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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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연구 참여 교사들은 부모와의 메신저 사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의 개인 시간도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실제로 부모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수시
로 도착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저도 몇 번 겪었던 일인데 주말이나 퇴근 후 밤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이 끝나면 쉬고 싶
고, 주말은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교사 A, 2013년 10월 면담)
예전에 폰을 하루를 놔두고 갔었어요. 깜빡하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집에 왔는데
카톡이 거의 한 50개 정도? 진짜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장이 부모들에게 메신저 사용 가능 시간을 알
려주고 이를 명확히 지키도록 하거나, 업무 전용의 두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아예
기관 전체 차원에서 금지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요즘 선생님들 번호 두 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통신사에서) 이렇게 번호 두 개 쓸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서. 아는 선
생님도 카톡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라... 원치 않는데 자꾸 카톡으로 대화가 오
고... 이제 그 선생님도 내년부터는 자기도 번호 두 개 쓰겠다고 해요.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사생활 침해의 두 번째 관점은 개인 사생활의 외부 노출 문제였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는 사진이나 대화명 설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대화상대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 교사들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대하여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지만 공개가 되다보니 프로필 사진하나 바꾸는 것조차 조
심스러워집니다. 부모님들이 메신저 프로필란에 올린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가
종종 있어서... 소극적인 성격의 교사나 사생활이 공유되기 싫은 교사들의 경우 이러
한 방법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오히려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 A, 2014년 10월 면담)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교사 개인의 정보 유출도 문제이지만, 유아와 부모들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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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단
체 사진 게시와 같은 메신저 연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이 유아의 개인 정보 노출과
그에 대한 부모의 허가 여부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메신저의 사
용은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이고 취소가 불가능하고 모든 대화가 영
구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사진 같은 거는 아이들의 단체 사진이나 이런 거는 올릴 수 있지만 혼자 조심하게
되는 거죠. 누구 특정 애의 사진만 가지고 올리게 되면 다른 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
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또한 참여자들은 모바일 메신저 채팅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
접적인 전화통화나 면대면 상담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카톡하다가...이게 도저히 이게 카톡으로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될 거 같으면 그 즉
시 전화를 하게 되요.

(교사 C, 2013년 11월 면담)

공립유치원 교사D는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현재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등 하원을 엄마가 시켜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정
보는 분명히 나하고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하원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분명히 어떤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급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
으로 문자가 수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 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교사 D, 2013년 12월 면담)

본 연구에서 참여 교사들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육자로서의 업무와 개인적인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만, 메신저로 인하여 그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는 점을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3. 친근한 교사상 대 전문적인 교사상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메신저의 기술적인 강점이 이미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을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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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상적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대화의 상대를 부모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수많은 부모참여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부모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목표를 두었
던 것(Epstein, 2010; Keyes, 2000)을 고려하면, 교육현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라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부모참여의 패러다임을 교사 중심의 일시적이고 일방향적 의사소통에서
상시적이고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특히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사 C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원의 운영
에 관한 의사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관계적인 게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부모와 교사가 갑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관
계라면 항상 긴장하고, 그런 연락이 오면 너무 일적으로 느껴지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관계라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원에서도
저희 대표 선생님이 일적으로는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시죠... 이사회와 대표교사가 같
이 포함돼있는 카톡방에서는 이제 논의해야 될 것들도 참 많고 하니까 수시로 울리
고.

(교사 C, 2013년 11월 면담)

그러나 연구참여 교사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의 요구에 반
응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
저라는 기술의 사용이 가져오는 교육적인 파급효과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시
간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선생님은 엄마들한테 자기가 뭐 먼저 카톡을 보낸 적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오면서 의도치 않게 엄마들이 계속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자기 원해
서 카톡을 보내는데, 선생님 입장은 그거잖아요. 왔는데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공동육아 시설이나 맞벌이 부부비율이 낮은 일부 지
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은 맞벌이 부모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직접 방문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맞벌이 부모가 대다수인 경우에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나마 유아의 성장을 이해하고 공유하려는 부모의 기본적
인 요구에 대하여 본 연구의 교사들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보는 시간이 없어서, 저라도 어린이집
일과시간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음성메시지도 보내
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제 옹알이하는 시기니까, 음성메
세지로 옹알이 같은 것도 담아가지고 보내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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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어요.

(교사B, 2013년 10월 면담)

메신저의 활용에 있어서 연구참여 교사들의 한 가지 고민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때
교사와 부모 사이의 균형있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김보영, 김현주,
2013). 교사B는 특정 학부모와 많은 시간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
게 되었지만, 그러한 형태의 친분이 교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교
사 E는 부모참여의 일부분으로 교사와 부모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개인적인 친
분을 쌓는 것은 어느 정도는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교사와 부모 간의 균형있는 관계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메신저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가정사를 다 알게 되었어요... 처음 들을 때는 정
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밤에 문득 생각해보면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가족
관계, 가족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아도 되는 걸까, 만약에 제가 안다하더라도... 어린
이집에서 있는 시간만큼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렇게 (모바일 메신저) 안하는 선생님이 요
새 엄마들은 더 딱딱하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교사가 딱 자기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 엄마가 나를 쉽
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 아이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면 좀 개
인적으로 메신저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미지나 정체성에는 문제는 된다
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사 E, 2013년 12월 면담)

연구참여 교사들은 메신저 사용에 따라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모들
이 메신저용 게임에 참여를 제안하거나 게임용 아이템을 보내는 사례나, 현금적인 가치를
지니는 전자 쿠폰을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선물을 메신저로 보낸다거나 하는 사례들
을 설명하였다.
스승의 날에는 우리가 안 받는걸 아니까 그냥 커피쿠폰이라도 보내주세요... 막 대
단한 선물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커피인데 교사로서는 기분은 좋죠. 알아주시는 거
니까.

(교사 E, 2014년 12월 면담)

게임 보내는 것도, 예 그것도 차단의 이유죠. 나는 그 게임을 하지도 않았고, 자꾸
보내는데 지금도 무슨 게임에 여기 이렇게 연동돼있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어서 차
단은 시켰지만, 제가 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들이 나에게 무슨 하트도 주고 그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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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나는 받고 싶지 않아요.

(교사 D, 2013년 11월 면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선물을 일체 안 받아요... 그
런데 언젠가부터 (이모티콘으로) 빕스 식사권, 아웃백 식사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항상 바로 답장은 어머님 이런 거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원 자체도 이런 거 안 받게끔 되어있고, 저도 이렇게 받으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려
요. 그럴 때는 정말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싶었어요.

(교사 B, 2013년 10월 면담)

[그림 4] 전자 쿠폰 사례

연구참여 교사들은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부모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모
바일 메신저 활용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이 교육적 목적에 합치될 때, 교사와 부모 간의 적절한 관계형성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메신저의 활용은 연구참여 교사들에게 편리함을 통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더 효율
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부모 간의 연결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접근하기 쉽고 친
근한 교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의 메신저
활용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생활을 노출시키며, 교사와 부모 간의 균형 있는 관계
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도 보았다.
Cuban(1986)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매체가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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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육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과정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광, 과학적지지, 실
망, 교사비난 이라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 교사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
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부모의사소통에 대하여 지지를 거쳐 실망
에 이르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저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로 교육현장에 인위적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존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테크놀로지가 교육 현장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바일 메신저의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첫째, 교사의 모바일 메신저의 활용 이 사용자의 실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과정 없
이 손쉽게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둘째, 교사의 모바일 메신저 사용은 사적인 커
뮤니케이션 영역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중첩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연구참여 교사들은 폭증하는 업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메신저 사용을 포기하거나
금지하면서도, 메신저의 기술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원의 환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메신저
를 사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연구참여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메신저의 활용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의 도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사-부모의 의사소통 자
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교사-부
모 의사소통이 선순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메신저 운용의 방법이나 대안적인 메
신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논의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가 활용되어야 한
다면 기관 및 학급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개인 사생활 보호와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
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메신저의 사용시간과 내용, 그리고 유아의
안전과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메신저 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영국은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부모와 학생들에게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학
교 업무용 이메일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The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Scotland, 2012).
Rogers(1986)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에 있어 상호대화를 통제하는 정도가 핵심
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즉, 개인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간, 내용, 행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통제’를 하는 것이 상호작용성의 주요한 관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관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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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사가 부모와의 모바일 메신저 활용 의사소통에 있어 본 연구의 일부사례와 같은 과
도한 부모의 요구를 받게 된다면, 교사가 의사소통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감소하고, 궁
극적으로는 교사-부모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성을 오히려 저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김
길자(2012)는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에 수동적으로 여겨졌던 일반
인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및 단체들은 일반인들의 견해나 관점을 합
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모바일 메신저에 기반한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관과 가정 상호
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존에 메신저를 업무환경에 적용한 기업의 사례들 또한 교육현장에서 메신저 사용을
고민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메신저를 포함한 스마트워
크 환경은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지만, 상시적으로 업무와 연결된 개인은 업무증가와 사
생활 침해로 인하여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점이다(서아영, 2012;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12). Volkswagen과 Deutsche Telekom 등의 사기업은 업무시간
이외에 모바일 환경을 통한 업무를 제약하고 있다. 독일노동부는 개인의 소진(burn out)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기와 같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개인은 업무시간 이외에 이를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규약을 신설하였다(Spiegel Online International, 2013).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교사, 부모 양방이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 대
한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 개인이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을 지원하는 메신저 업
무활용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통하여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 자체의 적절한 균
형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부모와 지나치게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나 지나치게 거리를 두는 것 모두
교사-부모 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김보영, 김현주,
2013; 윤기영, 2005).
교사-부모 의사소통을 단순히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
어서,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모바일 메신저 활용을 통하여 부모와 교사간의 너무 가깝
지도 멀지도 않은 균형있는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사역할
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장
기적으로 유아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사상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메신저 사용과 관
련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메신저 사용은 단순히 부모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기술의
도입에 대한 결정여부보다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부모참여의 방향과 교사의 권리에 대한
확장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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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messenger based teacher-parent communication: Teachers’
perceptions
Lee, Byung-ho(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eachers' perceptions of using mobile
messenger based teacher-parent communication.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d 5
teachers from the Seoul, Kyung-gi Province, with experience in teacher–parent
communication using personal mobile messenger.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by
using face-to-face interviews and message screen capture sample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Participant teachers recognized the potential advantages of
mobile messenger use including adding convenience to teacher-parent communicatio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and
creating a more approachable image of teachers. Participant teachers also perceived
that mobile messenger based teacher-parent communication could increase teacher
workloads, create privacy issues, and detract from teachers’ status as respectable
figure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having difficulty in
establishing an appropriate mobile messenger communication model with parents. Use
of mobile messenger needs to be integrated with specific guidelines addressing teacher
work hours, and issues of privacy, and teacher 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