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Korean J Child Stud 2019;40(1):51-68
https://doi.org/10.5723/kjcs.2019.40.1.51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Program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Eun Hye Kim1, Hyun-Sim Doh2
Ph.D.,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1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2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존경-자녀존중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김은혜1, 도현심2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program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Methods: The program aims to help participants adjust to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The weekly
program, composed of three phases -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losing - consists of a total of
six two-hour session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78 first-time expectant parents in Seoul,
Gyeonggi province, and Daegu Metropolitan City. Sixteen couples were assigned to an intervention
group and 23 to a control group.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wo-sample t -tests and
repeated measures ANOVA using SPSS 21.0.
Results: The couples in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positive changes in parenting beliefs, as well
as increases in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intimacy as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rol group.
Regarding the changing patterns,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intimacy increased in the intervention
group, but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child-centered views in the intervention
group were little changed, while those in the control group were weakened. Parenting beliefs
became more personality centric in the intervention group and more intellect centric in the control
group. Stress during pregnancy was decreased in both groups.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emphasized the need for
preventive intervention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Keywords : first-time expectant parents, parenting beliefs, life satisfaction, marital in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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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기 전 바람직한 부
모역할에 대해 알고 있거나, 부모교육을 받아 부모가 될 준비

부모는 자녀의 성장기는 물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Bigner & Gerhardt, 2013). 부모

인지적, 사회·정서적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역할에 대한 미흡한 준비는 새로운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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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절한 대처기술을 부족하게 하는 반면(Adams & Fey,

을 통해 부모 개인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사

2003),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및 학습은 자녀의 발달적 요구를

전 예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알고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

삶의 만족감이 예비부모 모두에게 해당하는 개인적 측면이

모 스스로의 발달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Bigner &

라면, 예비모에게만 해당하는 개인적 측면으로는 임신기 스트

Gerhardt, 2013; S.-S. Chung & Joung, 2011; Ha & Kim, 2013).

레스를 들 수 있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임신 시 유발되기 쉬운

그러므로 부모가 되기 전 부모로의 역할전환을 적절히 안내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임신부가 경험하는 태아,

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은 절실히 요구된다. 국외의 경우, 예

임부 자신 및 배우자와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불

비부모교육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60

쾌감 및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H.-L. Ahn, 1985).

년대부터 대두되어 임신기에 부모역할로의 전환과정에서 준

임신 과정은 신체적 · 정서적 변화와 함께 부모역할로의 전환

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Barimani, Frykedal, Rosander, &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취득해야 하므로 스트레스나 불안감

Berlin, 2018; Jacoby, 1969), 임신기에 부모됨을 준비한 그룹이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Bowen & Muhajarino, 2006). 임신기

출산 후 부모역할에 더 잘 적응하고, 결혼 적응의 정도도 높

스트레스는 태아의 건강 뿐 아니라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으며, 부모 개인의 웰빙도 높게 나타나는 등(Cowan & Cowan,

건강을 해치는 등 태아와 예비모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

1995; Junge & Ellwood, 1986; Salmela-Aro, 2012) 그 효과성을

치며, 출산 후 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발달문제로도 이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임

어질 수 있다(DiPietro, 2012; M.-K. Park & Lee, 1999). 선행 연

신기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이래(Koh &

구들에 따르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프로그램은 전문

Ok, 1993a, 1993b, 1994), 첫 부모됨을 경험하는 임신기 예비

적 교육과 공감적 지지를 통해 임신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긍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Jun & Choi, 2015; Serçekuş

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Han et al., 2008; J. S. Kim, Chung,

& Başkale, 2016)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Jun &

& Choi, 1997; M.-Y. Kim, Kim, Kim, & Lee, 2016; Koh, Cho, &

Choi, 2015). 따라서 아동의 발달 및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

Ok, 1998; M. Lee & Sim, 2011). 그러나 예비교육프로그램의

는 임신기 스트레스의 감소를 돕기 위해서는 예방적 중재가

효과성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들은 국외에서 개발된 프로그

요구된다.

램을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실시한 경우이거나(Jee, Kwon, &

다음으로 부부관계 측면에서, 임신기는 부모역할을 준비하

Lee, 2014; Yu & Kim, 2005), 태교, 분만 등 섭생 위주의 프로그

기 위해 부부관계의 양식을 조정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램 연구로 임신기 예비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변화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기간이다(Snowden,

못하고 있다(M.-Y. Kim, Kim, Kim, & Lee, 2016; Wang, Park, &

Schott, Awalt, & Gills-Knox, 1988). 선행 연구들은 이 시기 부

Kim, 2013).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건

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부부관계의 질과 관련

강한 임신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현 시점에 임신기

된 특성들 중 상호신뢰와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초점을 둔 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친밀감은 부부 간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내며, 출산 후 부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기된다.

모공동양육과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S.

먼저, 임신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Kang, Park, & Chung, 2012; Koh & Ok, 1993a). 또한 부부친밀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

감은 임신기 스트레스를 완충함으로써 예비부모-태아 간 긍

신기 부모됨으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예비부모들과 관련된 선

정적 상호작용을 돕고(Baek, 2009; M.-K. Park & Lee, 1999), 나

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일관되게 부모 개인, 부부관계, 자녀

아가 임신기 부모역할 전환과정에서 변화된 부부관계는 출

양육 변인들 등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예비부모의 개인적 측

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Belsky, Spanier,

면에서, 임신기 예비부모의 높은 삶의 만족감은 임신 기간 중

& Rovine, 1983; Wallace & Gotlib, 1990). 실제로 선행 연구들

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Yikar & Nazik, 2018), 부모-자녀관

에 의하면, 임신기 부부관계 중재프로그램에의 참가는 부부의

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 등 자녀양육에 통합적으로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 및 친밀감을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D. S.

을 미쳐 출산 후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야기하며(Bettes, 1988;

Lee, 2006; N.-S. Park & Yon, 2002), 출산 후에도 그 효과가 지

Monk et al., 2000; H.-Y. Park, 2015), 부모 개인의 성장과 발달

속되어 부모역할에 서로 협조적이고(Jee, Kwon, & Lee, 2014),

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따라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Gott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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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tman, 2007/2008). 따라서 임신기 예비부모들이 변화하는

한편, 임신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관련하여,

부부관계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국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예비모 위주의 태교프로그램 연

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구들(Chang, Kim, & Kim, 2001; Jun & Choi, 2015; J.-S. Kim

마지막으로, 자녀양육 측면에서, 임신과 함께 부모는 자

& Cho, 2004; Kwak, 2006; E.-K. Park, Lim, Kwon, Lee, & Kim,

녀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2011; Shim & Lee, 2012)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 부

사회적 관계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

모됨이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첫 부모됨

육신념, 양육자신감, 양육지식, 애착 등 임신기 자녀양육과

과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예비부를 보조적, 지지적 역할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수행자로만 여겨 주로 예비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

(Abasi, Tafazzoli, Esmaily, & Hasanabadi, 2013; Chang, Kim, &

구를 수행해 온 점(M. Lee & Sim, 2011; Oh, 2013)과도 관련된

Kim, 2001; M.-Y. Kim, Kim, Kim, & Lee, 2016; Nichols, 1995;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맞벌이 가족이 증가되면서 부모공동양육

Serçekuş & Başkale, 2016; Toosi, Akbarzadeh, Sharif, & Zare,

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

2014). 이러한 변인들 중 출산 전인 예비부모들에게는 출산 후

상을 예비모 뿐만 아니라 예비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생애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신념적 측면, 즉 아

동기이론모델에서도 부모됨의 도전과 선택의 과정에서 부모

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관과 자

공동양육은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올 수 있기에 부부가 함께 부

녀양육 전반에 대한 가치관을 뜻하는 양육신념이 중요하다.

모됨의 과정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먼저, 아동관과 관련하여, 아동중심적 아동관은 아동을 개인

다(Salmela-Aro, 2012). 또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바라보며, 존중받을

의 역할수행 방법을 모르고 있고(May & Fletcher, 2013), 부모됨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Landreth, 1991) 부모의 민

과정에서 정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가정의 부양자로서

주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나아가 아동의

경제적 요구에 대하여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에(Koh & Ok,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M.-K. Choi,

1993a),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는 더욱 필요하다. 또

1990). 다음으로, 양육신념은 부모가 양육행동을 선택할 때 기

한, 임신기간과 관련하여, 예비모들은 입덧이 완화되고, 신체

준이 되는 근원적 가치관으로(Goodnow & Collins, 1990; Jeon,

적, 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기에 들어가는 임신 중기를 선호하

1992; Miller, 1988) 부모의 신념, 문화,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므로(Barimani et al., 2018)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위, 자녀의 기질 및 특성 뿐 아니라 발달에 관한 지식, 부모

이와 같은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요구와 관심, 대상을 고려

교육 등 다양한 인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할 때, 임신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적 측면에서, 부

(Hong, 2006; S. Song & Song, 2003). 본 연구에서는 어린시기

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정서적 준비, 친밀한 부부관계, 올바른

부터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 등 학업이 지나치게 강조됨으

양육신념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양육태도, 임

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행동문제를 예방하고 부모됨의 첫 단

신 중의 바람직한 태교,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의 민감성, 부모

계에서 예비부모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양육신념으

공동양육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

로서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부모가 아

로그램이 요구된다(Han et al., 2008; J. S. Kim, Chung, & Choi,

동중심적 아동관을 가지고 아동의 성격적 특성 및 시민 정신

1997; S. H. Lee et al., 2010). 실제로 국외 연구들은 예비부모교

이나 공정성, 실용성 등의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민

육 프로그램을 부모됨 적응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적응 및 웰

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경향으로 이어진다(J. Y.

빙, 부모-자녀관계, 아동 및 가족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구

Ahn & Park, 2002). 반면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은 지

성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부의 결혼적응을 높이고, 출산

식 중심의 학업을 강조하는 성인 중심적 교육관을 가지는 것

이후 부모역할 적응도 높이는 등 효과를 검증하였다(Duncan

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로 이어진다(W. Y. Rhee, 1983). 양육신

& Markman, 1988; Junge & Ellwood, 1986; Salmela-Aro, 2012).

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이고 안정적 영향을 미치고

반면, 국내 연구들은 임신기가 부모됨으로의 전환에 적응하는

(Bang & Sung, 2013), 외부의 중재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이론 및 전반적 아동발달, 부

(J. Lee, Kim, Cha, & Lee, 2013) 임신기 부모됨을 준비하는 과

모역할 등 기존의 출산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그대

정에서 아동관과 양육신념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중요

로 적용하여 실제 임신기 예비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제

하다.

공되지 못하고 있다(E. S. Kim, Choi, Cho, & Kim, 2010; 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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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2006).

Method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기 예비부모들은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고(E. S. Kim et al., 2010), 자발적으로 관련 서
비스들을 찾고 있기에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요구를 통합적으

부모존경-자녀존중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로 고려한 이론에 기반한 프로그램 연구가 시급하다. 이와 관
련하여,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프로그램(Doh,

본 연구는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참

2012, 2016; Doh, Kim, Shin, Park, & Choi, 2013; S. M. Song et

가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효과적 중

al., 2014)을 원형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걸음마기(S. H. Rhee,

재 내용 및 방법과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과정 등을 분

Doh, Lee, Oh, & Shin, 2016) 및 학령기(M.-J. Kim et al., 2015)

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단계적 프로그램 활동

자녀의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을 고안하여 Figure 1과 같은 절차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온 ‘부모존경-자녀존중(이하,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

기초로 첫 자녀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둘째, 프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

그램의 내용 구성 및 개발을 위해 본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램은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12가지 기본 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과 국내외 선행 연

념을 바탕으로 일상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고,

구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 1회 2시

올바른 양육신념과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양육

간, 총 6회기로 구성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을 완성하였다. 예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부존자존 프로그램에

비부모교육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예비부모들은 주 1회, 1-2

서 제시하는 기본 개념은 양육의 신념적 측면에서 첫 부모역

시간, 주로 4회기와 6회기를 가장 선호하며(Han et al., 2008;

할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예비부모들에게 유익하다. 이 개념은

J. S. Kim, Chung, & Choi, 1997; J.-E. Lee, 2005), 그룹의 크기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올바른 아동관을 정립하고, 부모의

는 적극적 참여와 양방향적 소통이 효율적인 10명 내외의 소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간의 관련성 및 상호존중적 자녀양육을

규모 집단 활동을 대부분 선호하였다(Doh & Yoo, 1996; Doh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t al., 2013; Han et al., 2008; M. Lee & Sim, 2011). 프로그램은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임신부와 그의 배

첫 부모됨을 경험하는 임신기 예비부모들이 결혼 후 처음 맞

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

는 새로운 역할 전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

발하고, 부모역할 전환 과정에서 개인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을 높여 부모 개인의 적응을 도우며, 부부친밀감을 강화해 부

임신기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긍정적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부관계에서의 적응을 돕고,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자녀 출산 후 민주적 양육행동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양육신

아동관 및 양육신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한

념을 정립하는 등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다. 넷째, 부모교육 전문가에게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후, 임

는 다음과 같다.

신기 예비부모 6쌍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내용이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특성 및 요구도를 잘 반영

연구문제 1

하고 있는지와 프로그램에의 참여의사, 내용 구성에 대한 만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임신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부존

족도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

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임신 중기
의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2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모들의 삶의 만족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감,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며, 임신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고, 긍정적 아동관 및 양육신념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인가?

본 연구는 임신 중기의 임신부와 배우자 39쌍을 대상으로 부
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준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이용하였다. 중재집단
(16쌍)은 임신 주산기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집단 별 5-6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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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veloping and verifying the effects of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program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을 포함한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23쌍)은 프로

3명(7%)의 순이었고, 예비모는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17

그램 진행 기간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명(3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업주부 10명

연구 참가자의 연령, 직업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구변인

(23.3%), 서비스직 6명(14%)이 그 뒤를 이었다.

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에서의 집단 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
증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연구도구

나지 않아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은 확보되었
다. 본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 개인, 부부관계, 자녀양육 특성을

램 시작 시점의 평균 주산기는 17.88주였으며(16-20주), 평균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과 프로그램 평가 척도 등 크게 네 가지

연령은 예비부와 예비모 각각 34.82세(SD = 3.59)와 32.31세

척도로 구성된다. 부모 개인 척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삶

(SD = 3.32)이었고, 교육수준은 예비부와 예비모 모두 대학교

의 만족감 및 임신기 스트레스를, 부부관계 척도는 부부친밀

졸업이 각 34명(79.1%)과 32명(74.4%)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

감을, 자녀양육 척도는 아동관과 양육신념을, 그리고 프로그

의 경우, 예비부는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9명(67.4%)으

램 평가 척도는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

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이 4명(9.3%),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한 것이다. 임신기 스트레스 척도는 예비모의 자기 보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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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가되었으며, 그 외 모든 척도는 예비부모 모두의 자기 보

부부관계 변인

고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척도의 문항은 양육신념을 제외하
고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부부관계 변인에 속하는 부부친밀감은 Schlein (1971)의 상호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

친밀성 척도(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IRS])를 N.-S. Park

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 Yon (2002)이 번안 ·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는 정도로 친

부모 개인 변인

밀감, 애정, 이해와 수용, 지지와 돌봄, 신뢰 등 다층적인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52문항). 문항의 예로는 “배우자와 단둘이

부모 개인 특성인 삶의 만족감은 Ryff와 Keyes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배우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

(1995)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PWB])

고,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등이 있다. N.-S.

와 Pavot과 Diener (1993)의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Park과 Yon (2002)의 척도는 5점 Likert식이나, 보다 분명한 응

Life Scale [SWLS])를 번안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타당화한 삶

답을 끌어내기 위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전

의 만족감 척도(S.-Y. Park, Park, & Cheah, 2007)를 사용하여 측

조사와 사후조사의 부부친밀감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정하였다. PWB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정서적으로 인지하

α)는 각각 .93과 .92이다.

삶의 만족감

며 느끼는 복지감의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
는 것으로,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자녀양육 변인

관계, 삶의 목적 및 자기 수용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18문항). 문항의 예를 들면 “나에게 삶은 배우고, 변화하고,

아동관 아동관은 Landreth (1991)의 아동관을 바탕으로 한 부

성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등이 있다. SWLS는 전반적인

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Doh, 2012)을 기초로 작성된 척도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살아간다 해도, 나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12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중

는 내 삶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

심적인 아동관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

져 있다(5문항). 삶의 만족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내적합

는,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등이 있다. 아동관의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0과 .82이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
각 .77과 .83이다.

임신기 스트레스

임신기 스트레스는 H.-L. Ahn (1985)의 임

신기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임신

양육신념 양육신념은 J. Y. Ahn과 Park (2002)의 양육신념 척

시 유발될 수 있는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임신부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선행 연구들( J. S. Kim &

가 경험하는 태아(9문항)와 임부 자신(11문항) 및 배우자(6문

Park, 1997; Okagaki & Sternberg, 1993; W. Y. Rhee, 1983; Segal,

항)와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불쾌감 및 부담감

1985)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성/지적 성

등의 스트레스에 관한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26

취강조 요인(12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성/지적 성

문항). 문항의 예로, 태아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쁜 태교로

취강조 요인의 경우,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자녀의 성격, 사

아이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에 대하여 걱정한다.” 등을, 임부

회성, 소질 등을,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은 공부, 경쟁, 사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임신과 더불어 나타나는 신경과민, 신

회에서 성공을 중요시 한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성격이 좋

경질, 짜증스러움, 생활의욕의 감소에 대하여 걱정한다.” 등을

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혹은 아이가 일단 공

들 수 있다.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는 “외모의 변화로

부를 잘하는 것이 성격 좋은 것보다 중요하다.” 등이 있다. 본

인하여 남편의 사랑이 감소되지 않을까에 대하여 걱정한다.”

척도는 5점 척도이며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등이 포함된다. 임신기 스트레스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

강조하는 입장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

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태아에 대한 스트레스 요

육신념을 나타낸다. 양육신념 척도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내

인은 .81과 .82, 임부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은 .77과 .88,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은 .77과 .85이다.

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7과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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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 척도
프로그램의 평가 척도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및 효과성

기 중 4회기 이상 참가한 인원은 총 32명(16쌍)이었다.

3단계: 사후조사

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프
로그램 만족도 척도(Doh, 2016)를 본 연구에 맞게 용어를 수

사후조사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중재집단

정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5문항), 프로

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 통제집단은 사전

그램의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난이도(3문항), 실제

조사 5주 후, 즉 프로그램 실시 기간 이후에 실시하였다. 통제

생활에 유용한 정도(3문항), 실생활에서 실천하기에 적절했

집단의 경우, 사전조사에서 회수된 52부(26쌍)의 자료 가운데

는지에 대한 실천도(6문항), 부모역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2쌍)와 프로

의 도움정도(6문항),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만족도(5문항) 등

그램 실시 기간 중 다른 임신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1쌍)

의 객관식 문항(총 28문항)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주관적 견

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재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32

해(5문항)로 구성된다. 프로그램평가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부(16쌍)와 46부(23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는 .81, 난이도는
.84, 유용도는 .80, 실천도는 .51, 부모역할 학습에서의 도움정

자료 분석

도는 .92, 강사만족도는 .94이다. 실천도의 경우, 내적합치도
계수가 .70이하로 낮게 산출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조사절차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과 사전조사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

본 연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

승인을 받은 후, 중재집단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부

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예비부모교육 프

인과와 온라인 자녀양육 관련 카페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통

로그램의 실시여부에 따른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별 변

제집단은 서울, 경기도 및 대구 지역에서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이용하여 모집하였다. 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과 관련하여서는, 주 저자가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사후조사 등 세 가지 단계에 걸쳐 진행

Results

하였다.

1단계: 사전조사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과 관련
하여, 연구결과를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효과 검증으로

사전조사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첫 회기 시작 이틀 전에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재집단(18쌍)과 통제집단(26쌍)에 모바일을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조사에서의 탈락 가능성을 예

프로그램 개발

상하여 중재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 목표
2단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임신기 예비부모들을 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중재집단을 거주 지역에 따라 세 집

상으로 부존자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역

단으로 나누어 주 1회 2시간씩 6회기에 걸쳐 토요일 오전, 토

할 전환 과정에서의 적응을 돕는 것을 주목표로 하였으며, 이

요일 오후 혹은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 과

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 개인 측면에

정 중 두 쌍의 예비부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탈락하였으며, 6회

서 부모역할로의 전환과정에서 부모 개인의 적응을 높여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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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을 높이고 예비모의 임신기 스트레스를 낮춘다. 둘째,

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부관계 측면에서 부부 간 친밀감의 향상을 돕는다. 마지막
으로, 자녀양육 측면에서 아동중심적 아동관을 확립하고 올바

운영체계

른 양육신념을 지녀 부모역할의 적응을 돕는다.
본 프로그램은 5-6쌍의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하며, 강사는 본

내용 구성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부존
자존 부모교육 전문가에 의해 훈련된 아동학 및 관련학문 전

본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및 종료 등 3단계의 단계적 프로그

공자로 정한다. 각 회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고,

램이다. 도입 단계(1-2회기)에는 강사와 예비부모 간, 예비부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임신부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

모들 간의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정

20분간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포함된다. 전반부는 도입(10분)

서적 준비 및 아동중심적 아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건

과 강의 및 토론(40분)으로, 후반부는 강의 및 실습과 토론(40

강한 부부관계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전개 단계(3-5회

분), 마무리(10분)로 구성된다(총 2시간). 전반부의 도입 부분

기)에서는 태아기 및 영아기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지식과 바

에서는 한 주 동안 부모됨의 전환 경험에 대해 토론하고, 강의

람직한 부모-자녀관계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습득하

부분에서는 각 회기의 중심 주제를 학습하고, 후반부의 강의

고 훈련한다. 종료 단계(6회기)에서는 부모공동양육의 중요성

및 실습과 토론 부분에서는 학습한 교육 내용을 실습 및 토론

을 강조하고,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한다.

을 통해 훈련하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회기를 정리하고, 복습

회기별 주제 및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집단의

하며, 과제 제시와 함께 다음회기를 간략히 소개한다. 각 회기

경우, 출산 이후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아기 부

의 진행방식은 강사의 강의를 비롯하여, 질의응답, 학습한 내

Table 1
Themes and Contents of the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RPRC] Program for First-time Expectant Parents
Stage
Introduction

Session

Content

1

Becoming a parent:
Parent-child relations

2

Healthy relationships among couples 1. Healthy relationship among couples
2. The contributing factors of marital adjustment
3.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4.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 3

Closing

Theme

1. Self as a parent
2. Who is the child?
3. The concept of child development
4.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5. To be a good parent

Prenatal development

1. Prenatal growth and development
2. Factors affecting prenatal development
3. Parenting appropriate to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renatal period
4. Prenatal education for pregnant women and their husbands

4

Infant growth and development

1. Physical development
2. Cognitive development
3.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5

Parenting roles

1. Basic concepts of mutually respectful parenting
2. Attachment in infancy
3. Parenting appropriate to infa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6

A happy home full of love and joy

1. Co-parenting
2.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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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느낀 점들에 대한 토론, 학습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져 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보기 위해 부과된 상황을 실제로 재연해보는 역할극 실시, 워

삶의 만족감, 부부친밀감의 점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감소하

크북 작성 등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다.

는 변화를 보였고, 아동중심적 아동관 점수는 낮아졌으며, 양
육신념은 점수가 높아져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하였다. 한편, 연구변인들 가운데 부모 개인 측면의 예비모의
임신기 스트레스는 집단과 시간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각 연구변인의 집단 별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Figure 2는 이러한 평균 변화 결과,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전-사후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조

하여 집단과 시간 간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

사 점수의 평균 변화 결과를 나타낸다.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른 집단 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

다음과 같다. 먼저, Mauchly의 단위행렬 검정 결과 모든 변인

여,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난이도, 유용도, 도움 정도, 강

에서 구형성 가정은 만족되어 두 반복측정 시점 사이의 측정

사 만족도 등 모든 변인에서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서 평균

값들의 분산이 동일함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다변량 검정

3.59점(범위: 3.16～3.83)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프로그

결과, 부모 개인 측면의 삶의 만족감(F = 17.77, p < .001), 부부

램 전반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부모 개인, 부부관계, 자녀양육

관계 측면의 부부친밀감(F = 55.92, p < .001), 자녀양육 측면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개인 측면에서 참가자

아동관(F = 7.02, p < .05) 및 양육신념(인성/지적성취 강조: F

들은 공통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 10.53, p < .01)은 집단과 시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각

이고, 주체적으로 부모가 되어가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감을

변인의 사전-사후조사 점수의 변화 양상이 집단 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부관계 측면에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타내었다. 즉, 중재집단은 삶의 만족감과 부부친밀감의 점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되고, 부모역할을 함께 학습하면

수가 사전조사에 비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으며, 아동중심적

서 부부친밀감이 높아지고, 의사소통도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아동관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양육신념은 점수가 낮아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자녀양육측면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Pre-test
Variable
Life satisfaction
Stress of expectant mothers
during pregnancy

Fetus-related stress
Pregnancy-related stress
Spouse-related stress

Marital intimacy
View of the child
Parenting beliefs

Personality/Intellectual achievement

Note. Intervention: n = 32, Control: n = 46.

Group

Post-test

M

SD

M

SD

Intervention

2.89

0.27

3.07

0.32

Control

2.89

0.24

2.72

0.19

Intervention

2.52

0.34

1.92

0.39

Control

2.57

0.57

2.22

0.48

Intervention

2.66

0.21

2.33

0.47

Control

2.56

0.50

2.45

0.59

Intervention

2.23

0.34

1.72

0.53

Control

2.01

0.41

1.86

0.55

Intervention

3.22

0.28

3.39

0.27

Control

3.21

0.31

2.82

0.17

Intervention

3.39

0.30

3.40

0.25

Control

3.34

0.35

3.09

0.32

Intervention

2.00

0.63

1.57

0.28

Control

2.07

0.41

2.18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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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eated Measures ANOVA of Variabl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Variable
Life satisfaction

Stress of expectant mothers during pregnancy Fetus-related stress

Factor
Time (Pre-post)

SS
.00

df
1

MS
.00

Interaction (Time*Group)

1.14

1

1.14

Error (1)

4.88

76

.06

Group

1.16

1

1.16

Error (2)

5.00

76

.07

Time (Pre-post)

4.26

1

4.26

28.38***

.28

1

.28

1.88

5.55

37

.15

.56

1

.56

10.55

37

.29

.91

1

.91

3.33

.26

1

.26

.94

10.05

37

.27

.00

1

.00

Error (2)

7.70

37

.19

Time (Pre-post)

2.07

1

2.07

12.13**

.61

1

.61

3.55

6.32

37

.17

.02

1

.02

10.25

37

.28

.47

1

.47

8.56**

Interaction (Time*Group)

3.05

1

3.05

55.92***

Error (1)

4.15

76

.06

Group

3.14

1

3.14

Error (2)

6.15

76

.08

Time (Pre-post)

.55

1

.55

6.44*

Interaction (Time*Group)

.60

1

.60

7.02*

Error (1)

6.48

76

.09

Group

1.35

1

1.35

Error (2)

8.14

76

.11

.94

1

.94

3.55

2.79

1

2.79

10.53**

20.14

76

.27

4.32

1

4.32

16.40

76

.22

Interaction (Time*Group)
Error (1)
Group
Error (2)
Pregnancy-related stress Time (Pre-post)
Interaction (Time*Group)
Error (1)
Group
Spouse-related stress

Interaction (Time*Group)
Error (1)
Group
Error (2)
Marital intimacy

Time (Pre-post)

View of the child

Parenting beliefs

Personality/Intellectual
achievement

Time (Pre-post)
Interaction (Time*Group)
Error (1)
Group
Error (2)

Note. Intervention: n = 32, Control: n = 46.
*p < .05. **p < .01. ***p < .001.

F
.01
17.77***
17.63***

1.95

.01

.09

38.85***

12.6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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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marital intimacy, view of the child and parenting beliefs over time. Numbers are means of the research variables.
Table 4
Program Satisfaction Evaluation of Intervention Group
Expectant parents

M (SD)

Overall satisfaction

3.73 (.33)

Difficulty

3.16 (.49)

Usefulness

3.73 (.37)

Help

3.52 (.44)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3.83 (.34)

Note. n = 32, Husbands: 16, Wives: 16.

자신감이 증가하고, 양육신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프로
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으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첫 자녀를 출산할 예정
인 임신기 예비부모들로 하여금 부모역할 전환과정에서 적
응을 돕는 것을 주목표로 하여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첫 부모역할로의 진
입에 앞서 부모 개인 측면에서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예비모
의 임신기 스트레스를 낮추며, 둘째, 부부관계 측면에서 부부
친밀감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 측면에서는 아동중

Discussion

심적 아동관 및 바람직한 양육신념을 가지며 태아기 및 영아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임신기 예비부모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는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선행 국

로 하여 부존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

외 연구들(Duncan & Markman, 1988; Junge & Ellwood, 1986;

기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양육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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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ela-Aro, 2012)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

al., 2010)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임신기 예비부모교육 프로그

내 연구들이 프로그램 목표에 있어서 임신기 예비부모의 다

램들이 주로 임신과 출산에 집중하여 출산 이후 자녀양육에는

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보다는 태교, 분만, 임신 중 관리 등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섭생에 초점을 둔 점(M.-Y. Kim et al., 2016; Korea Institute for

한편, 운영체계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6회기로 구성되며,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07; Wang et al., 2013)과

매회기 2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회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

차별화된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부모들의 요구를 보다 구체

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주일에 한번 이상

적으로 분석하여, 부모가 되기 위한 인지적, 심리적 · 정서적

은 접촉이 필요하며(Cowan & Cowan, 1995), 부모교육은 주로

준비, 부모 개인의 성장 및 적응, 부부관계, 바람직한 양육신

단기간 과정으로, 회기 당 1-2시간으로 구성하여 소규모 집단

념과 행동 및 태아기와 영아기의 발달특성과 부모역할(Han

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들(H.

et al., 2008; J. S. Kim et al., 1997; S. H. Lee et al., 2010) 등에 대

Kim, 2014; J.-J. Lee & Lee, 2014; M. Lee & Sim, 2011)에 근거

한 지식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적 목표를 설정하고, 임

할 때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특히, 소규모 집단은 참가 부모

신기 부모역할로의 전환기에서의 긍정적 적응을 돕고자 하

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

였다. 이는 기존의 국내 예비부모교육에서 그 초점을 부부관

고, 다른 부모들의 문제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다(Barimani et

계 및 자녀양육에까지 확장하여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다양한

al., 2018; Fine, 198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회기

요구(Ahldén, Ahlehagen, Dahlgren, & Josefsson, 2012; Åsenhed,

구성 및 운영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었던

Kilstam, Alehagen, & Baggens, 2014; Barimani et al., 2018; Berlin,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 회기의 이론학습과 집단 활동을 통

Tornkvist, & Barimani, 2016; Han et al., 2008; J. S. Kim et al.,

한 실습, 경험 나누기 및 피드백 등의 시간 및 과제는 변화에

1997; S. H. Lee et al., 2010)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 적응을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서의

본 프로그램은 동서양 가족문화의 장점을 살려 개발된 아동의

적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예비부모교육이 학습으

발달단계별 증거 기반(evidence-based)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부존자존 부모교육(Doh et al., 2016)을 기초로 한 이론기반 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로그램 연구로 부존자존 부모교육을 임신기 예비부모로까지
그 대상을 확장하였다는 데 타 프로그램과 구별된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은 예비부모들
의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여 총 6회기의 단계적 프로그램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중재집단과 통제집

크게 세 단계로 구성하여 부모됨의 적응, 건강한 부부관계, 영

단의 사전-사후조사점수의 변화를 요약하면 본 예비부모교육

아기 발달특성과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신념 및

프로그램은 부모 개인 측면인 삶의 만족감과 부부관계 측면에

부모공동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서의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고, 자녀양육 측면에서 긍정적 양

적 구성은 첫 부모됨은 신체적·정서적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

육신념과 아동중심적 아동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

를 경험하지만 이는 성장과 발달의 기회가 되기도 하므로 개

체적으로 논의해보면, 첫째, 부모 개인 측면에서 삶의 만족감

인적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선행 연구들(Delmore-Ko, Pancer,

은 사전-사후조사 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재집단은 증가된

Hunsberger, & Pratt, 2000; J. S. Kim et al., 1997)과 임신기에 변

반면, 통제집단은 감소하였다. 부모역할 전환과정에서 다양

화하는 부부관계를 중재하여 부부친밀감향상을 도울 필요가

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것은 부모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

있다는 선행 연구(Snowden et al., 1988)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을 미친다(Jo & Yoo, 2016).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하는 부모그룹

또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아동중심적 아동관

의 지지(Blake et al., 2007)와 높은 수준의 임신기 부부관계 질

과 올바른 양육신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이해

및 긍정적 양육신념도 삶의 만족감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J. Lee et al., 2013), 아동의 발달적 요구를 학습하여 긍정

(Jo & Yoo, 2016). 따라서 중재집단은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적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Bang & Sung,

임신기의 신체 및 정서 변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였으며, 부

2013)는 연구들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을 앞

부친밀감이 향상되고, 유사한 경험을 하는 그룹 구성원으로부

둔 예비부모들에게는 임신과 출산 이외에 양육과 부모역할

터의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얻으면서 부모역할의 적응과정에

의 습득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E. S. Kim et

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학습하고 경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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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감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

할 전환과정에서 변화되는 부부관계 및 새로운 부모역할을 학

우, 예비부모들이 임신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공감이나 정보획

습하거나 이해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득 등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고, 부모역할 전

부적응의 결과로 해석된다.

환과정에서의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지막으로, 자녀양육 측면에서 아동중심적 아동관과 양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부모됨의 적응과정에서 여러

육신념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중심적 아동관은 시간의 경과

사회적·정서적 자원도 잘 활용하지 못하여 부정적 적응의 결

에 따라 중재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통제집단은 점수

과로 삶의 만족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만족감은 사

가 감소하여 두 집단 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교육의

전 예방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참가는 부모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 넓은 이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J.-W. Choi, 2004),

를 갖게 하여 아동중심적 아동관을 강화한다는 선행 연구(M.

본 프로그램은 부모역할 전환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을 높여 부

K. Choi, 1990)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모역할의 긍정적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이 집단 별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동중심적 아동관이 예비

출산 후 긍정적 부모역할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

부모교육과 같은 중재를 통해 확고한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않

치리라 사료된다.

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한편, 예비모의 임신기 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재

연구에서는 중재집단의 아동관 사전점수 평균이 이미 높은 편

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집단 별 차이는 발

이었기에 사후점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

견되지 않았으나, 스트레스의 감소폭은 중재집단이 더 컸다. 이

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신념의 경우, 중재집단은 점수가

러한 결과는 임신기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임

감소하여 인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양육신념으로 변화한 반면,

신부와 배우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통제집단은 점수가 증가하여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부정적 양

구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Jun & Choi, 2015; E.-K. Park

육신념으로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et al., 2011). 중재집단은 태아기 및 영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및

통해 양육신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와, 부부관계의 중재를 통한 부부 간 친

연구들(K. S. Chung, Yoo, Cha, & Park, 2013; J. Lee, Kim, Cha,

밀감의 향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마

& Lee, 2013; Woo, 2007)과 유사하다. 중재집단은 바람직한 아

련되어 전반적인 예비모의 임신기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동관 및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아동

보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높아진 삶의 만족감도 중재

의 발달을 돕는 부모의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양육 시 중요한

집단의 임신기 스트레스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

특성과 가치이자 자녀 교육의 목표인 양육신념(Jeon, 1992)이

친 것으로 보인다(S.-K. Kang, Choi, & Chung, 2015; H.-Y. Park,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 프로그램이 양육

2015). 반면, 통제집단 예비모의 임신기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

신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은 임신 주수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기검진을 통해 태아와

반면, 통제집단이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으로 변화한

임부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확인함으로써 불안감이 감소하고,

것은, 예비부모들이 아동중심적 아동관 및 올바른 양육신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적응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임신 중기에 부모됨을 좀 더 급속

둘째, 부부관계 측면에서 부부친밀감도 사전-사후조사 간

히 체감하게 됨에 따라 부모역할과 양육신념에 대해 고민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재집단은 점수가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

서 사회적으로 우선시 하는 지적 성취의 양육신념 및 교육관

은 오히려 낮아져 두 집단 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임신기

에 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육신념이 자

에는 자녀의 출현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부

녀 출산 후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역할 수행에 직접적 영향

관계의 패턴을 조정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Fishbein & Ajzen, 1975; Goodnow &

적응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중재집단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Collins, 1990)에 근거할 때, 본 연구결과는 임신기 부모역할 준

체계를 이해하고 훈련함으로써 부부 간 친밀감이 높아진 것

비와 관련하여 긍정적 양육신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예비부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

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를 훈련하는 중재는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

결론적으로, 첫 자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을 위한 부존

(Jee, Kwon, & Lee, 2014; N.-S. Park & Yon, 2002)과 맥락을 같

자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개인, 부부관계 및 자녀

이 한다. 한편, 통제집단의 부부친밀감이 감소한 것은 부모역

양육 측면에서 예비부모들의 부모역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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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돕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

모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드문 시점에서, 부부 모두를 대상으

의 영향력에 기초해 볼 때(S.-K. Kang et al., 2015; H.-Y. Park,

로 부모역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2015; S. H. Rhee et al., 2016),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출산 후 실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임신기 예비부모들을

제 자녀양육 상황에서 긍정적 부모역할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과 병원

기대된다.

및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임신기 예비부모들을 대상으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실제적 자료로

첫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램은 임신기 예비부모들의 요구도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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