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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다. 부모가 되는 일은 가장 성스럽고 축복 받을 일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은 준비 없이 자녀

를 낳고 기르면서 시기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로

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한 시름을 놓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는 부모세대로부터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고 부모역할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갖추는 것

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꾸준히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십대 미혼모의 증가, 청소년 성 문제, 성폭력, 낙태 등 청소년 문제들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교육이 단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지지기반인 가정을 형성하는 부모대상의  교

육 및 예비부모대상 교육의 적절한 실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고찰이다. 대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고등학생 대상의 예

비부모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정하고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1~3학년 남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요구도와 성별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차이, 지식수준별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차이를 산

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12.0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산출하고 Borich 공식을 활용해 요구도를 산

출하였다. 현재수준과 도달해야하는 일정수준과의 차이를 요구라고 보고 요구도 

값이 클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인간관계 및 상대방에 대

한 이해와 배려에 관련된 항목이 높게 나타났고 신생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갖추었으나 실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는 도

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예비부모 관련 지식 테스트에서 정답률이 높은 상위순위는 부모와의 안

정적 애착형성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하위 순위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출산 시 태아의 몸무게 수치, 이웃에 아동

학대의 정황이 포착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비부모 관련 지식 테스트에서도 부모 자녀를 비롯한 인간관계 및 상대

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대한 학습은 일정 수준을 형성하였으나 예비부모로서 

갖춰야 할 영유아 돌봄에 대한 지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이 세부항

목인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의 역할인식,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 등과 함께 가장 높게 조사되어 부모역할과 배우자 선택에 높

은 요구도를 나타낸 대학생과 예비부모와는 다른,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했다.

넷째, 남녀학생의 요구도 차이에서 남학생의 특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 

외에 영 유아 발달 영역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이해,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의 요구로 보여 졌고 여학생은 청소년의 자아정

체감 영역의 뒤를 이어 가족관계와 영유아의 발달에 높은 요구도를 보여줌으로

서 부모역할과 대화기법, 사회성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수준별 요구도 차이에서 지식상위 집단은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외에 부모역할에 높게 응답한 반면, 지식하위 집단에서는 성병의 증상과 예

방법 및 낙태의 위험성이 우선순위로 조사되어 지식 상 하위 집단 간의 요구도

에 차이가 있었다. 이로서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

기 이전에 지식수준 검사를 실시하고 그룹을 세분하여 상, 하위집단간의 요구도 

차이를 반영하여 성 교육에 관련된 필요지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시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과 결혼이 임박한 예비부부 못지않게 고등학생 대상의 예비

부모교육은 필요하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예비부모는 자녀를 갖기 전에는 부

모 됨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또한 

이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64.9%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고등학생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은 기본적인 성교육의 실시와 함께 임신과 

출산, 영 유아 발달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난 후, 가족관계

에 대한 학습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인식 할 수 있게 도울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이 요구도에서 우선순위를 나타

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실시방법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체계적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유아  발달. 부모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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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수능 끝난 고3이나 혼인신고를 할 때, 예비부모 교육을 

펼치자는 제안을 했다. 2015년 집계된 아동학대는 19만 건을 넘어섰고(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해체된

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16.01.20). 여가부에서는 부모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 날수 있도록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을 대학에 배포하고 

(아주경제  2016.07.18) 60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특강을 실시

하였다(아시아경제 2016.09.26).

  이러한 사례는 예비부모교육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당위성을 말

해주고 있다. 인간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영, 유아기의 교육은 전 생애를 통틀

어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유아에게 가정과 부모는 태어나 처음 만나는 

환경이며 최초의 교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선

택과 자녀양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은 잘 이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대가족사회에서는 부모세대가 출산과 양육의 모델로 기능을 해왔던 

것에 비추어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부모세대로부터 부모역

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수받고 부모역할을 위한 심리적 준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다(장영숙· 조현진, 2009). 꾸준히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십대 미혼모의 증가, 청소년 성 문제, 성폭력, 낙태 등 청소년 문제들과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교육이 단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미흡하다는 것과 자발성에 의해 수혜를 받는 현재 교육으로는 한참 부족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제경숙, 1992). 부모교육은 윤리 도덕적 측면 못지

않게 성적인 지식과 관련된 실질적 교육이 요구되지만 결혼 이전에는 성관련 지

식까지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그에 맞물려 부모교육 또한 자기 일이 아닌 

먼 장래의 일로 치부되는 전통 교육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청소년

기는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될 신체를 갖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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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성적 무지상태에서 임신과 낙태, 출산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자녀인 청소년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청소년 문제

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 기능할 것이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은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동시에 예비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청소년이 예비부모로서 성지식, 영 유아발달과 양육, 효

율적 의사소통법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의 경험과 실태를 알아보고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쓰여졌

다.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첫째, 부모 교육이란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사고, 감정, 행동의 교육적 측

면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경험(이재연·김경희, 1989)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 뿐 만 아니라 공적, 사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뤄

지는 교육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을 포함하며, 부모 역할을 돕기 위한 부모 교

육의 방법과 시행하는 사람, 시행기관들도 다양하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이뤄지

는 방법에는 부모의 참여 수준과 교육 대상,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와 실시 장소, 

실시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이경화·김연진·고진영, 2008).

  둘째,  예비부모교육이란 장차 부모가 될 예비부모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를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정옥분·정순화·2008; 조성연, 2006; 한성심 외, 

2008). 양육자인 부모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경험을, 아직 부모가 되지는 않았지

만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출산 이전의 예비부모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예비부모교육은 더 나아가 10대의 청소년과 대학

생, 미혼의 남성까지도 포함한다. 예비부모교육은 이들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낙태문제, 성교육, 영유아의 발달을 비롯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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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서 부모됨의 인식

과 동시에 생명존중의 태도를 함양 할 수 있다.(신혜영, 1996)



- 4 -

Ⅱ. 이론적 배경

1. 예비부모교육의 개념과 역사

  전통사회에서의 부모교육은 자녀나 손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

고 교육시키는 장면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내용과 형식의 구애됨 없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으로 가정의 형태는 축소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핵가족,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의 형태를 띠며 과거의 자연스러운 교육의 기회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인숙·이숙희, 2010). 달라진 교육대상의 요구에 맞춰 예비부모교육의 

형태 또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부모됨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부

모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대

상을 상대로 실시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부모교육이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에 필요한 지식이나 태도를 향상시켜 역할 수행을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이전의 예비부모와 전기 성인기의 남

녀,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다. 

  또한 부모교육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치

료적, 대처적 성격을 지닌다면 예비부모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출산 이전

의 부모뿐 아니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서 더 나아가 10대의 청소년과 대학

생, 미혼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고찰은 근대와 현대는 물론 고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의 저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이상사회 

건설의 수단으로 믿었다. 근대교육 철학자인 코메니우스 (Comenius)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청년기에는 30년 전쟁(1618~1648)마저 겪으며 부모에 대한 그리

움과 고아들의 삶을 보면서 모성교육과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무릎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학교라 하여 모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1762년, 성장교육 소설인 「에밀(Emile)」을 집필한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역시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이모에게 양육이 되었고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랑하였다. 20년의 통찰과 3년의 집필로 완성된 에밀은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성인이 이끌어가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동의 자연성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내는 안내자적인 교육으

로 자연교육을 통한 완전한 자연인의 육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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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현대적인 부모교육이 시작되었다. 페스탈로찌

(Pestalozzi)와 그의 제자 프뢰벨(Frobel)은 현재까지 미국 유치원 교육 프로그

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게르트루트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How 

Gerturde teaches children, 1801)』를 펴낸 페스탈로치 교육의 핵심은 가정교

육이었다. 가정은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며 인격현성의 터전이자 교육의 마당으로 

보았고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대화를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보았다. 인간의 행복

이나 불행은 교육에 의한 인간성 계발로 보고 교육의 본질은 인간개혁, 나아가 

사회개혁으로 보았다.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뢰벨 (Frobel)은 놀이는 인간본성 발달의 중요 매체라고 

보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노래와 손 유희 게임 이야기를 담은 

「어머니와 아기의 노래』를 펴냈다.  

  1957년 구소련에 의한 인류최초의 우주선 발사는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

며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계에도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학습자의 흥미를 존중한 아동중심교육에서 자연과학을 위시한 기초학

문의 연마와 교사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사중심으로 전환되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은 구소련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빈곤퇴치운동인 헤드 스타트

(Head Start)운동을 벌여 학업성취가 낮은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 전면의 적응

력을 키우고 동시에 빈곤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교육 연대

를 강화하였다. 이로서 중상류층에서 향유되던 부모교육의 혜택이 하류계층의 부

모에게도 주어졌다. 정부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운동과 함께 부모자녀센터

(parents and child)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들의 주

제는 인간발달에 있어 가정의 중요함, 부모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 인생초기 

발달은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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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부모교육 이론

1) R, Dreikus의 민주적 양육방식이론

   Dreikus는 1897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여 비엔나 의대를 졸업한 후 가족

상담과 정신치료 요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후에 브라질을 거쳐 미국에 

안착하면서 수 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부모교육, 결혼과 가족상담, 정

신요법의 실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들러의 초기 제자였던 그는 사람이 살아가

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민주적 갈등 해결 체계를 발전시켰고 가정 내의 인간

관계와 민주적 생활태도가 기본적인 관계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 T, Gordon의 부모효율성 훈련이론

  Gordon은 시카고 대학에서 정서적, 지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동안 의료적인 개입보다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

료비보다“상담료”청구 비중이 높았다. PET(Gordon, 1962년)로 널리 활용되

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의 창시자이기도하다. 이 훈련의 효율성은 전국적인 

운동을 형성하였고 교사 효율성훈련, 청소년 효율성 훈련, 지도자 효율성 훈련등 

수많은 후속 기법의 시발이 되었다. Gordon은 부모 자녀관계는 애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여야하고 생산적이고 협동적인 민주시민을 길

러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부모가 상황에 따라 아동을 돕는 

기술 중 하나인 나 전달법(I-message)은 오늘날에도 객관적인 의사소통을 돕

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3) H, Ginnot의 인본주위 부모교육이론

   초등학교교사, 소아과의사, 임상교사, 부모상담자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Ginnot는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서 주장하는 부모자

녀간의 인간적 존중의 바탕위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innot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외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

아들여야 한다.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때 자녀들은 부모에

게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아동 중심적 사고로 양육하되 문제 상황

에서 어느 정도의 냉정함을 가지고 즉각적인 정서적 반응보다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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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 Bern의 상호교류분석 이론

   1910년 캐나다 태생인 Bern은 예일대학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 정신분

석 전문가 자격신청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치료분야에 여러 번 탈락한 것

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 발전시켰다. Bern은 부모 자녀관계의 상호교류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상호교류분석이론을 발전시켰

다. 상호 교류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받

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동은 자극의 욕구, 인정의 

욕구에 결핍을 느끼면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저해되고 성장후의 인성 발달에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Bern 사후에 Haris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I’m ok, 

you’ re ok)>(1969)의 저서를 통해 그의 이론을 대중화시켰다.

5) 행동수정이론

  행동수정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학습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행

동은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다. 파블로프(Pavlov)를 시작으로 왓슨

(Watson)과 그 뒤를 이은 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은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의 학습을 위해 인위적인 조건을 통한 지도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다. 그 외에도 자극과 반응을 짝지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부정적 행동

은 소거시키고자 하는 고전적 조건형성,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서 자녀의 교

육을 촉진하는 사회학습 이론이 있다. 행동주의 이론은 보상과 처벌의 사용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3. 외국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10대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 문제 등이 사회문

제로 등장하자 중 고등학생 대상의 예비부모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거

나 지역의 청소년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 사회기반의 청소년기관에서 

시행한 초기의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모역할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십대 미혼 부모 문제와 약물, 폭력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방향이 변화

되었다. 십대 미혼모 발생비율을 낮추기 위해 성교육과 임신, 출산 등에 대해 보

다 직접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다루었고 대상도 임신을 했거나 출산 전후의 십대 

미혼모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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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에 포함된 학교 내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메사추세스 주에서 개발한 아동기 탐색 교육과정(Exploring 

Childhood)은 대표적 예비부모교육으로 청소년의 혼전 임신을 예방하고 아동발

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과 아동발달 이론에 대해 다

루고 있다. 구체적 교육내용으로는 아동기 발달과 자기 이해 및  역할 인식, 성

교육, 성병의 예방법, 책임과 의사결정,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모 자녀 간 갈등 

해결법, 신생아 및 태내 발달,  미래 자화상 그리기, 피임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부모 교육 담

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 

  그 밖에 이스라엘은 모든 국민이 부모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티팟 할라브 (Tipat Halav)센터’를 통해 임신 이전 단계부터 출산 이후의 자

녀 발달에 필요한 부모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의 서비스를 무상

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사한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STEP, Gordon의 PET와 호주의 퀸즐랜드대학에서 개발된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등의 여러 프로그램과 기법들이 우리나라를 비

롯한 각 나라에서 알맞게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고 있다.  

   

4. 국내 예비부모교육 현황

  우리나라 예비부모교육은 근대화 이전에는 효와 예를 가르친 유교적인 윤리교

육으로 부모 자녀간의 관계보다는 가족공동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형태의 

부모교육이 도입되었고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부모역

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1968년에 설립된 한국 행동과학연구

소에서는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도구의 제작, 보급과 함께 유

아교육 종사자와 더불어 학부모들을 포함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정부 정책 차원

에서는 유아 교육의 인식향상을 위해 부모교육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아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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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양성평등교육이 확대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영, 유아 양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91

년 제정된 영 유아 보육법은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시도로 

영 유아 교육기관이 정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진되어 대학과 사회단체, 그리고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등

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각 시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

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예비부모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영주체는 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하(유관) 기

관과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의 지속

성은 아래의 표1,2와 같다.(각 부처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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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속성여부

건강가정

지원센터

예비부모교육
(영아의 
정서발달과 
의사소통)

태내의 정서발달 이해 예비부모 특강

부모준비 및 
부모자녀 애착 
형성

정서 및 애착 예비부모 상설

가족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봉사의 
가치 알기

자녀, 부모 특강

예비부모교육
(결혼, 나도 
해볼래)

출산전후 남녀 역할 
자녀양육 역량 
높이기

20세 이상 
미혼남녀 특강

임신 후 변화 
및 부모로서 첫 
걸음 내딛기

건강한 부모역할 
습득

임신중인 
예비부모 상설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바람직한 부모관 중,고등학생 특강

행복한 대화법 공감적 대화기법 교재중인 커플 특강

진주시
성, 사랑, 잉태, 
태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교육과 가족관계 수능을 치른 
고3 특강

육아종합

지원센터

나는 미래 어떤 
부모가 될까 미래조망 예비부모 특강

행복한 임신 
축복된 만남

태교의 중요성 예비부모 특강

일산종합사회

복지관
예비부모교육 가족관계 예비부모 특강

<표1> 예비부모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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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지속성여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말하는 부모, 
듣지 않는 아이 의사소통능력개발 부모 상설

정서조절프로그
램

스트레스조절, 
분노조절 부모 상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부모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감정코칭 

정서지능계발, 
관계회복 가족 상설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요리&놀이

저학년 

자녀와 아빠
상설

부모코칭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부모 부모 특강

잠재력을 
키우는 
두뇌육아법

자녀양육 역량을
높이기

영아기 
자녀의 부모 특강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부모역할 

피드백나누기

취학 
전·후의 
아동과 부모

상설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아카데미 비폭력대화와 행복한 
소통

초중고 
자녀의 부모 상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 
및 포괄적 
양육정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증진

영 유아 
자녀를 둔 
엄마

특강

멋진 아이로 
키우기 긍정대화기법 초등자녀를 

둔 부모 특강

클로버 
부모교육 가족 내 관계증진

25~36개월 
영아와  
보호자

상설

한국유아
교육센터

PEP1,부모효율
성 프로그램

부모, 자녀간의 관계 
촉진 부모 상설

한국부모
교육센터

엄마학교
(대상관계이론 
중심)

생애초기 엄마역할 엄마 상설

아빠교육 사회성과 아빠의 
역할 아빠, 부부 상설

한국가족상담
연구소

실천하기 쉬운 
부모 교육 가족조각과 역할극 유아의 부모 특강

<표2> 부모교육 현황

5.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해졌으며 그 내용은 부모 

됨의 동기와 이해, 부모의 역할과 태도, 바람직한 양육관, 유아기 자녀교육, 예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광범하게 다룸으로서 예비부모교육 방향 설정의 초석이 되

었다(김정미, 2004).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부모역할 비

중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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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어려서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장해서 자녀의 사회

성에도 긍정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 맞춰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아버

지들의 참여형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옥분·정순화, 2007; 김정화, 2009; 김혜옥, 2012).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만혼의 경향, 출산율 저조 현상은 부모가 되는 것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 선택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내용에 우선

하여 결혼선택 여부와 자녀출산 여부를 조사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2010년 이후

의 예비부모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과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수기·박희숙, 2010)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남녀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조사대상의 94.8%가 결혼을 할 것이며 95.2%가 출산

을 할 것으로 응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결혼의 

선택여부와 자녀의 출산 여부에서 남녀 대학생간의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프로그램 내용 요구도에서 남자 대학생은 가족의 중요성 및 부모역할에, 여자 

대학생들은 바람직한 자아 인식과 정체성,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역할수행 방법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식을 가진 바람직한 양육 태도에 통계적으로 높

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예비부모인 남녀 대학

생들이 미래의 자녀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

별에 따라 다른 요구도 차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성 있는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예비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이문옥·심미영, 

2011)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출산과 양육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결혼 후 현재 자녀가 없는 부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자녀 출산의지는 ‘출산계획이 있다’

가 98.9%였으며 대다수의 예비부모가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예비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기는‘본인이나 아내의 임신이전에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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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가 30.7%, ‘결혼을 앞두고’ 29.5%, ‘임신기간 내’ 

20.5%에 이어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창시절’은 8.5%로 ‘자녀의 영아기 동

안’(4.5%)과 함께 낮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올바른 양육관과 양육태도가 68.8%로 높게 나타

났고 뒤를 이어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의 역할, 가족간의 의사소통 방법등이 우

선순위로 조사되었다.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자녀가 없지만 출산 의지가 높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 예비부모교육에 참여

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예비부모들의 높은 출산 의지는 우리사회의 저 출산 현상

과 대조되는 양상으로 단기족인 재정적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

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참여율은 자녀를 둔 학부

모는 자녀의 유치원이나 초 중등학교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자녀

가 없는 성인의 경우 4.5%만이 응답자 본인의 학업기간 중, 학교 안에서 이루어

지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예비부모는 자녀를 

갖기 전에는 부모 됨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은설·최혜선, 2008)

3)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이현자, 2015)  

  부모 됨의 준비도와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도에 대한 연구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82.5%로 매우 높

게 나타났으며 교육방식은 정규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서 소그룹 강의식으로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결과를 얻었다. 교육의 내용은 가족관계와  부모

의 역할, 자녀양육 방법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이어서 배우자의 선택과 결

혼, 임신 출산등이 뒤를 이었다.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

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이 있는 줄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한 반면, 교육을 받게 된 이유는 ‘학교 수업이어서’, ‘교육의 필요성 

인식’등에 응답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결혼여부, 출산의 여부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한 흐름은 가

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세태에 따라, 개인의 결혼관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예비부모와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의

지, 출산의지와 예비부모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은 고무적 현상으로 이를 적극 반

영하는 구체적인 지식전달과 양육관에 대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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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대상 연구자 연구내용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과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 

관한 비교연구

남녀 대학생

이수기 

박희숙 

(2010)

결혼선택여부와 

자녀출산여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요구도

예비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예비부모

이문옥 

심미영

(2011)

자녀 출산의지와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예비부모와 부모

이현자 

(2015)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시기, 방법

<표3> 예비부모교육의 선행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대상을 자녀가 

없는 결혼 한 부부, 또는 대학생 등 성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해 부모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저 출산 문제의 극복, 아동학대예방 및 감소라는 근본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예비부모교육의 대상연령을 고등학생으로 낮출 필요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장래의 예비부모인 고등학생이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교육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와 관련지식과 인식수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향후 예비부모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의 준비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청소

년이 장래의 부모기를 앞당겨 조망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식수준

별 프로그램 요구도를 산출하여 고등학생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실시에 내용의 

선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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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예비 부모교육의 적절

한 시기와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음의 고찰에 의한다. 

  결혼 전이나 출산 이전에 영유아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이해하고 부모역할

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이원영, 1985)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이 정규교육

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때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이병래, 1991). 또한 고등학교 시기는 Erikson의 전 생애 발달단계 이론상 

결혼을 준비하는 전기 청년기의 한 단계 아래인 청소년기로 자아정체감의 혼란

을 겪으며 성 정체감을 동시에 형성해 가는 시기이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성 간 성적 접촉의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조기 임신과 출산의 위험

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준비 없이 부모가 될 가능성이 어느 연령대

보다 높다고 보았고 정규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중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이 백퍼

센트에 가깝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예비 부모 교육의 실태

를 점검하고 실제적인 요구도를 분석하는 표본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다(장

영숙· 조현진, 2008).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그에 따른 요구도 분석을 위한 대

상을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1~3학

년 남녀학생으로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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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비율

성별  남 206 61.3%

여 130 38.7%

학년 1학년 119 35.4%

2학년 132 39.3%

3학년 85 25.3%

이성친구 있음 236 70.2%

없음 100 29.8%

아이돌봄
경험 있음 183 54.5%

없음 153 45.5%

결혼계획 있음 269 80.1%

없음 67 19.9%

자녀계획 있음 257 76.5%

없음 79 23.5%

부모역할 어려움
인식 있음 218 64.9%

없음 118 35.1%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있음 242 72.0% 

없음 91 27.1%

<표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61.3%로 여자에 비해 약간 많았고 1학년은 35.4%, 2

학년은 39.3%, 3학년은 25.3%를 차지했다. 이성 친구를 사귄 경험유무는 있음

이 70.2%로 월등하게 높았고 아이 돌봄 경험은 있음 54.5%, 없다가 45.5%를 

차지했다. 미래의 결혼 계획이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80.1%로 없다의 19.9%보

다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미래의 자녀 계획은 76.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수준으로 부모가 되면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에는 64.9%로 응답하

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부모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필요성

이 있다는 72.0%로,  27.1%는 필요하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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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예비부모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요구도를 측정

하기 위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경험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지식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선행연구(박무성, 2015)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교육 요구도는 포괄성의 원리, 상황특수성의 원리, 

지식과 태도의 상호 관련성의 원리, 사고과정 중시의 원리, 다양한 교육방법의 

원리에 따라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한 신혜영(1996)의 연구를 기초로 

한 주제 영역에 따라 설문을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대상을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1~3학년 남녀학생으로 표집하고,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실시와 

수거는 담임교사의 안내에 의한 설문실시와 즉각적인 수거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자료선별을 통해 총 문항의 1/3에 해당하는 36문항 이상의 표기 

누락과 무선반응에 의한 무작위 응답지를 제외하여 최종 336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통계프로그램 12.0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부모교육의 

경험과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산출하고, 

교육 요구도의 전반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Borich의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보리치 요구도 산출 방식은 각 사례별 수준의 

차이를 합산하여 항목들 간에 변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향후 필요한 수준

과 현재수준에 대한 단순한 차이분석이 아닌 두 수준 차이의 필요수준 값을 반

영하여 정밀한 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Borich(1980)는 교육요구에 대해서 현

재수준과 도달해야하는 일정수준과의 차이를 요구라고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

재 수준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일정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결과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공식을 제안 하였는데 요구도 값이 클수록 항목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고 본다. 



- 18 -

보리치 (Borich) 요구도 
×

RCL (Required Competence Level)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정 수

준

PCL (Perceived Competence Level) : 현재 수준

RCLAVR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정 수준의 평균

N : 전체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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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설문내용 M SD 순위

1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2.70 1.40 38

2 신생아의 두뇌성장시기에 대한 이해 2.57 1.31 39

3 신체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4 1.35 31

4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1 1.36 28

5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4 1.37 32

6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6 1.36 35

7 유아기 사회성 발달 2.81 1.37 36

8 영유아기 창의성 발달 2.80 1.36 37

9 아동기 정서 발달 도와주기 2.91 1.36 34

10 공격적 행동 지도 2.93 1.38 33

11 임신과 피임의 원리에 대해 3.46 1.35 13

12 인공 임신 중절의 위험성에 대해 3.02 1.44 27

13 애정 표현과 성범죄의 구분 3.75 1.33 1

14 생리적 현상으로 사정과 자위의 건강한 표출법 3.21 1.42 24

Ⅳ. 연구 결과 

1. 예비부모교육경험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의 예비부모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았다. <표5>를 살펴보면, 애정표현과 성범죄의 구분이 평균 3.75, 표

준편차 1.33으로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성 친구에 대한 이해, 남녀

의 성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자녀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가 5, 6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신생아의 두뇌 성장 시기에 대한 이해,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

한 교육, 영유아기 창의성 발달, 유아기 사회성 발달은 각각 36위~39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순위는 향정신성 약물의 해독으로 평균값은 2.55, 

표준편차는 1.39였다. 

<표 5> 예비부모교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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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설문내용 M SD 순위

15 성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표현하는 교육 3.40 1.35 17

16 에이즈의 감염경로 3.16 1.42 25

17 향정신성 약물의 해독 2.55 1.39 40

18 임신 중 약물 복용의 위험성 3.50 1.39 10

19 열 달 태교의 중요성 3.12 1.45 26

20 어린나이, 또는 고령임신의 주의 점 3.31 1.36 21

21 인간발달의 단계별 과업 3.00 1.35 29

22 청소년기의 정서적 독립에 대한 교육 3.28 1.33 23

23 남녀의 성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 3.60 1.29 3

24 이성 친구에 대한 이해 3.66 1.25 2

25 미래 직업 설계와 준비 3.48 1.32 11

26 유아기 자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3.41 1.38 15

27 남녀관계 및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 3.40 1.31 16

28 사랑과 성의 개념 3.51 1.31 7

29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3.39 1.36 18

30
개인의 성격적 특색 (MBTI, 에니어그램)에 대한 

이해
2.96 1.34 30

31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3.37 1.34 19

32 분노를 다스리는 행동요법 3.50 1.31 8

33 의사소통의 종류를 알고 있다. 3.36 1.30 20

34 성적 역할에 대한 수용 3.30 1.33 22

3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 3.44 1.38 14

36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해 3.60 1.37 3

37 자녀학대의 유형 3.59 1.27 5

38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3.58 1.28 6

39 자신의 장점/단점에 대한 이해 3.48 1.30 11

40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 3.50 1.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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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문내용

평균 

(정답률)
표준편차 순위

1 임신주기는 약40주이다.(0) 0.70 0.46 15

2
배아기의 유해한 환경은 태아에게 치명적 결함을 준

다.(0)
0.87 0.34 6

3 태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X) 0.92 0.28 2

4 출산 시 태아의 평균 몸무게는 2kg이다.(X) 0.52 0.50 19

5 유아에게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다.(X) 0.82 0.38 9

6 사회성은 성인기에 길러지는 것이다.(X) 0.76 0.43 13

7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형성이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0)
0.93 0.26 1

8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0) 0.83 0.38 8

9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X) 0.90 0.30 4

10 마시멜로 효과는 절제력에 대한 실험결과이다.(0) 0.66 0.47 17

11 미녀와 미남은 사랑과 결혼이 어렵지 않다.(X) 0.79 0.41 12

12 포경수술은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한다.(X) 0.82 0.38 9

13
남성이 성충동을 느끼고 발기했을 때 사정하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 (X)
0.67 0.47 16

14
성의 상품화 같은 왜곡된 성 문화는 잘못된 정보의 영

향이 크다.(0)
0.76 0.43 13

15 어머니의 모성애는 저절로 생겨난다.(X) 0.47 0.50 20

16 자녀가 집을 떠나면 부모의 역할을 끝이 난다.(X) 0.82 0.38 11

<표 6> 예비부모 관련 지식

2. 예비부모 관련 지식

  연구대상자의 실제적인 예비부모로서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식관련 설문

은 필요도 및 요구도 설문을 구성한 다섯 영역에서 골고루 20문항을 선별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20점 만점에 평균15.40, 표준편차는 2.85

이다. 문항 별로 살펴보면, 정답률 상위 순위는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형성이 인

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정답률 93%), 태아의 정서발달(정답률 92%), 아동학대

의 법적허용 범위(정답률 91%)였다. 한편, ‘어머니의 모성애가 저절로 생겨난

다(정답 ×)’, ‘출산 시 태아의 몸무게는 2kg이다(정답 ×)’, ‘아이가 심하

게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면 일단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정답 ○)’에 대한 

정답률은 47%~57%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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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설문내용

평균 

(정답률)
표준편차 순위

17
인간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 주기상의 발달 

과업 단계가 있다.(0)
0.87 0.33 5

18
부모역할은 정성으로 키우는 것으로 교육까지 받을 필

요는 없다.(X)
0.87 0.34 6

19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를 말하고 자녀 간에 비교하거

나 돌보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X)
0.91 0.29 3

20
아이가 심하게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면 일단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0)
0.57 0.50 18

영역
문

항
내용

필요도 현 수준

M SD M SD

Ⅰ.청소

년의 

자아 

정체감

1 미래의 자화상 그리기 2.81 0.79 2.69 0.85 

2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3.21 0.69 2.97 0.79 

3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3.30 0.68 3.01 0.84 

4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3.13 0.70 2.92 0.83 

5 남녀 성 역할 차이인식 3.28 0.74 3.09 0.80 

6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3.30 0.66 3.07 0.85 

<표 7 >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도 및 현 수준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도 및 현 수준 기술통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필요도 및 현 수준 기술통계는 <표 7>와 같다. 프로그

램 필요도 및 현 수준에 대한 조사는 5개 영역에서 각 6문항씩 선별하여 총 3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필요도에서는 가족관계와 영유아의 발달, 임신과 출산의 3

개 영역이 유사하게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고 세부문항은 낙태의 위험성, 부모와

의 갈등해결방법, 대화의 기본태도 및 효과적인 대화 기술, 피임의 방법과 원리

가 평균 3.44~3.40으로 나타나 전체평균 3.29와 비교해서 현 수준에서 느끼는 

높은 필요도를 반영하였다.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성교육은 하위순위로 나타났

다. 세부문항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와 성의 상품화 수단화에 대

한 이해는 평균 3.13~3.18로 역시 전체평균 3.29보다 낮은 수준의 필요도를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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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내용

필요도 현 수준

M SD M SD

소계 3.17 0.73 2.96 0.84 

Ⅱ.성교

육

7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3.27 0.72 3.06 0.85 

8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시각 3.22 0.75 3.08 0.85 

9 성 지식의 습득 방법 3.19 0.78 3.03 0.85 

10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3.18 0.79 2.98 0.87 

11 건강한 성을 구분하는 법 3.35 0.71 3.20 0.76 

12 낙태의 위험성 3.44 0.68 3.29 0.73 

소계 3.27 0.74 3.11 0.83 

Ⅲ.임신

과 출산

13 피임의 방법과 원리 3.40 0.72 3.24 0.76 

14 태아의 태내발달과정 3.29 0.73 3.15 0.80 

15 유전과 선천성 질병 3.26 0.70 3.12 0.79 

16 가임기간 계산법 3.26 0.75 3.08 0.82 

17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3.41 0.69 3.14 0.81 

18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3.39 0.69 3.15 0.82 

소계 3.33 0.72 3.15 0.80 

Ⅳ.가족

관계

19 부모와 역할 바꿔보기 3.22 0.81 3.03 0.86 

20 부모와의 갈등 해결방법 3.43 0.68 3.25 0.76 

21 대화의 기본태도와 효과적인 대화기술 3.40 0.65 3.22 0.75 

22 자신의 대화패턴 분석 3.33 0.71 3.15 0.79 

2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3.26 0.78 3.02 0.88 

24 공감하는 대화기법 3.42 0.70 3.22 0.79 

소계 3.34 0.73 3.15 0.81 

Ⅴ.영유

아의 

발달

25 유전과 환경의  영향 3.26 0.70 3.13 0.84 

26 유아의 신체와 정서발달 3.35 0.72 3.16 0.85 

27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3.36 0.72 3.14 0.81 

28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 3.38 0.70 3.15 0.81 

29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3.30 0.75 3.11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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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내용

필요도 현 수준

M SD M SD

30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이해하기 3.36 0.75 3.21 0.83 

소계 3.33 0.73 3.15 0.83 

전체 3.29 0.73 3.10 0.83 

영역
문

항
내용

전체

요구도 순위

Ⅰ.청소

년의 

자아 

정체감

1 미래의 자화상 그리기 0.40 30

2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0.88 4

3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1.03 1

4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0.78 9

5 남녀 성 역할 차이인식 0.66 18

6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0.83 7

<표 8>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요구도

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요구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는 다음 표8와 같다. 5개 영역, 총 30문항의 요

구도 조사에서 전체집단의 요구도 최솟값과 최댓값은 0.40~1.03의 범위로 나타

났다. 보리치(Borich) 요구도 공식으로 보았을 때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요구되는 5개 영역에서의 전체집단 우선순위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임신과 

출산, 영유아의 발달, 가족관계 순이었으며 마지막이 성교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세부프로그램의 요구도 순위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1.03)과 임신

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0.91)이 가장 높았다. 3위부터 10위까지는 

각각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0.90),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0.88),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0.85),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

(0.85),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0.8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0.83),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0.78), 공감하는 대화기법(0.76)순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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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

항
내용

전체

요구도 순위

Ⅱ.성교

육

7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0.76 11

8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시각 0.50 28

9 성 지식의 습득 방법 0.54 25

10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0.69 15

11 건강한 성을 구분하는 법 0.56 24

1 낙태의 위험성 0.61 22

Ⅲ.임신

과 출산

13 피임의 방법과 원리 0.65 19

14 태아의 태내발달과정 0.51 27

15 유전과 선천성 질병 0.51 26

16 가임기간 계산법 0.64 21

17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0.91 2

18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0.90 3

Ⅳ.가족

관계

19 부모와 역할 바꿔보기 0.68 17

20 부모와의 갈등 해결방법 0.68 16

21 대화의 기본태도와 효과적인 대화기술 0.71 14

22 자신의 대화패턴 분석 0.64 20

2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0.83 8

24 공감하는 대화기법 0.76 10

Ⅴ.영유

아의 

발달

25 유전과 환경의  영향 0.49 29

26 유아의 신체와 정서발달 0.73 12

27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0.85 5

28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 0.85 6

29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0.72 13

30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이해하기 0.56 23

5. 성별에 따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차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에서 남녀별 차이가 존재할 경우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프로그램 적용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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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의 요구도 상위순위는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0.82), 정서적, 경제

적 독립 교육(0.82),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0.81),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0.80),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0.79)이었다. 남학생의 요구

도 우선순위 중 전체 집단의 우선순위와 상이한 항목은 전체 요구도 순위에서는 

7위로 조사된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0.82)가 1순위로, 13위로 집계되었던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0.81)은 3순위로 전체요구도와 남학생의 요구도 간

에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요구도 상위순위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1.39), 부모와 역할 바

꿔보기(1.28), 공감하는 대화기법 (1.2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1.21),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1.18)순이었다. 여학생의 상위 요구도 가운데 부모와 역

할 바꿔보기(1.28, 전체집단 17위), 공감하는 대화기법 (1.23, 전체집단 10위),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1.21,전체집단 8위)는 전체집단의 요구도와 차이 

나는 항목으로 주된 양육자로서 직접적인 부모역할 실행 및 사회성 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요구도 조사에서 남녀학생 모두가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으로 이는 청소년의 주요한 발달 특성과도 연관이 된다. 

성별 요구도의 남학생의 특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에서의 높은 요구도 

외에 영 유아 발달이 3순위로 부모역할에 높은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1순위였고 뒤를 이어 가족관계와 영

유아의 발달에 높은 요구도를 보여줌으로서 부모역할과 대화기법, 사회성과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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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전체집단의 요구도 순

위
남학생 여학생

1순위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1.03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0.82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1.39

2순위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0.91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0.82

부모와 역할 바꿔보기

1.27

3순위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0.90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0.81

공감하는 대화기법

1.23

4순위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0.88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0.80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1.21

5순위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0.85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0.79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1.18

<표 9> 성별에 따른 요구도 차이

6. 지식수준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실제적인 예비부모로서의 지식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한 상

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요구도 우선순위는 표10과 같다. 연구대상자중 18점 이상

의 88명(26%)을 상위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점수의 평균은 20점을 만점으로 

18.5, 표준편차는 0.60이다. 13점 이하 점수의 23%(76명)를 하위집단으로, 점

수의 평균은 11.5, 표준편차는 1.83으로 조사되었다.

  상위집단의 요구도 순위는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2.67),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2.31),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2.31),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

하기(2.21),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인식 (2.17)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집단의 요구도 상위와 상이한 항목은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성적욕구조

절에 대한 교육,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가 포함되었다. 

  하위집단의 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0.48), 유아, 아동

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0.47),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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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전체집단의 요구도 순위 상위집단 하위집단

1순위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1.03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2.67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0.48

2순위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0.91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2.31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0.47

3순위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0.90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2.31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0.47

4순위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인식

0.88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2.21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0.27

5순위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0.85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인식

2.17

낙태의 위험성

0.20   

(0.47),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0.27), 낙태의 위험성(0.20)순이다. 

전체집단의 요구도 순위 9위인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15위였

던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22위인 낙태의 위험성이 하위집단의 요구

도 순위 3, 4, 5위에 포함되었다.   

지식수준별 프로그램 요구도 차이에서 상위집단의 지식 평균 점수는 18.5로 매

우 높으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에서 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요구

를 나타내는 동시에 성교육과 가족관계 영역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의 점수의 평균은 11.5로 전체집단의 요구도 순위와 다르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외에 임신출산, 특히 성교육 항목인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

식, 낙태의 위험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하위집단의 요구도는 0.48~ 0.20으

로 낮게 나타나  하위집단의 프로그램 적용시에는 예비부모교육에 앞서  성교육

관련 지식을 실시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영역으로 단계별 수준조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여진다. 

<표 10> 지식수준별 예비부모교육 요구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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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예비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이래, 대학생

(이수기․ 박희숙, 2010; 장영희·정미라, 2006; 허희순, 2003) 및 성인(김윤주, 

2005; 김혜정, 2010; 유수주, 2004; 이병래, 1991; 이정은, 2005; 이현자, 

2015)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시기가 급격한 신체적 발달에 따른 임신과 낙태의 현실

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인지발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 정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여 부모와 잦은 갈등과 마찰을 불러오기도 하

는데 예비부모교육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각종 비행 및 

적응 문제 예방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1. 결론

  조사 대상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은 결혼계획이 있고 자녀계획이 있다에

는 80.1%, 76.5%로 답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결혼한다’ 94.8%, ‘출산한다’ 95.2%(이수기·박희숙, 2010)의 수치보다

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예비부모의 자녀 출산등에 관한 연구인 이문옥· 심

미영(2011)의 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다’가 98.9%의 응답비율을 나타내

어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예비부모의 출산에 대한 긍정 의지가 가장 높고 결혼에 

대한 인식은 남녀 대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의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는 애정표현과 성범죄의 구

분, 이성 친구에 대한 이해, 남녀의 성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가 상위순위로 나타

난 반면 향정신성 약물의 해독, 신생아의 두뇌 성장 시기에 대한 이해,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영유아기 창의성 발달등의 교육 경험은 낮았다.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경험은 연구 대상자들이 그간 받아온 교육영역을 나타

내는 것으로 상위항목은 인간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관련된 항목

이 많았던 반면, 신생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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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으로 양육자로서의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요구도 상위 순위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에 이어 영 유아 

발달영역이 2순위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교육의 필요와 특히 태아, 영유아의 

두뇌 성장 발달에 미치는 담배, 카페인,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적 요

구를 반영하였다.

  둘째, 예비부모 관련 지식 테스트에서 상위순위는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형성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하위 순위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출산 시 태아의 몸무게 수치, 이웃에 아동학대의 정황

이 포착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과 유사하게 지식 테스트에서도 인간관계 및 상대방에 대

한 이해는 높은 반면 영 유아 돌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미흡했고 아동학대 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에도 미숙했다. 특히 어머니의 모성애가 저절로 생겨

난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 ‘무조건적인 모성애’가 장차 부모가 될 청소

년에게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을 고려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식수준은 전체 20점 만점에 평균15.40로 백점만점으

로 환산할 경우의 77점에 해당한다. 상위순위 3항목에서는 정답률이 평균 0.92, 

하위순위 3항목에서는 정답률이 평균 0.51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어 예비

부모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 고르게 분포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은 예비부모교육 경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

였고 프로그램 필요도에서 하위를 기록했으나 요구도에서는 세부항목인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의 역할인식, 성인과 청소년의 과

업차이 등과 함께 1위로 집계되었다. 2위는 영 유아 발달로 유아의 사회성과 부

모역할,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이, 그 다음이 가족관계로 부모와 자

녀간의 소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요구도가 가장 낮았던 영역은 성교육으로 모

든 항목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이문옥, 심미영(2011)의 연구에서 올바른 

양육관과 양육태도, 바람직한 결혼에 대한 인식과 성교육, 가족간의 효율적인 의

사소통이 우선 순위였던 점과 비교할 때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의 획득과 관련한 항목에 높은 요구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녀학생의 요구도 1순위는 공통적으로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이었고 

그 뒤를 이은 순위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요구도의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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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특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영역 외에 영 유아 발달 영역에서 높은 요구

도를 나타내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이해,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의 요

구로 나타났으며 전체집단의 요구도와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청소년의 자아정

체감이 1순위였고 뒤를 이어 가족관계와 영유아의 발달에 높은 요구도를 보여줌

으로서 부모역할과 대화기법, 사회성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요구도 조사에서 남녀학생 모두가 우선순위로 꼽은 정

서적, 경제적 독립교육은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 특성인 자아정체감의 획득과정

으로 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5단계로 무한한 동경과 호기심을 갖고 접한 

세계에서 좌절과 불신을 겪으며 점차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안정된 역할을 

갖게 되는 시기로 정의하였다(E, Erikson, 1902). 

  마지막으로 지식수준별 요구도 차이에서 상위집단은 정서적 경제적 독립교육,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떼쓰는 아이의 부모 역할하기

를, 하위집단의 요구도 순위는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

년 역할의 인식, 낙태의 위험성 순이었다.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상, 하위집단간의 요구도 차이를 반영하여 지식수준 검

사의 실시와 성 교육등의 필요지식을 우선 실시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실시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성교육의 실시와 함께 임신과 출산, 영 유아 발달에 대한 정확

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학습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인식 할 수 있게 도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의 자아정체

감 영역이 교육경험, 지식, 필요도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요구도에서 우

선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요구도 우선 상위순위의 세부 항목은 정

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과 함께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유아, 아동과 구분되

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등이다.

  둘째,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실시방법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적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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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요구도 분석이 다각도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연

구 대상자가 울산시와 경주시에 한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연구대상 전체 집단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한편, 성별에 따른 요

구도와 지식수준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인구배경학적 요인이나 예비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요구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응답자들이 현재의 수준에서 

도달해야할 바람직한 수준의 요구도를 산출함으로써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우선

순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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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needs of 

preparatory parents for high school students.

Kim Su-Kyung

Major in Counsel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Ulsan

Major Advisor : Choi, Hyun-Ju

  Anyone can become a parent. Being a parent is the most scared  

thing, To be blessed at the same time be responsible. Many parents are 

reluctant to provide timely care by giving birth and nurturing their child 

without preparation. If the child grows up, parents relieved that the role 

is over.

  Rapid industrialization in several advanced studies, the modern society 

that has progress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the role of 

parents. It is very difficult to learn and have psychological preparation 

for parenting,they worried that they are getting lost. A teen who 

appears to be a constant social problem increase of single mothers, 

juvenile sex problem, sexul violence, abortion and other youth problems 

and other youth problems and birth parents child abuse cases, only 

parents who raise their children. It is not enough to target.

  This study is the basic of human relations, form a supportive home 

parent targeted education and prospective parents. The consideration 

about the profer timing and contents of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pre-married couples with reference to pro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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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nt education of youth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Prospective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due to research  

problems, we set the degree of awareness of education and the demand 

for certain programs.  I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ju city, 

general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370 students in grade 

1~3,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ased on this, the needs of each 

area of the program pre-parent education by sex difference in program 

requirements, knowledge level pre-parent education demand difference 

was calculated. The analysis of the date is based on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using the 12.0 and EXCEL programs calculate descriptive 

statistics and use Borich formula and the demand was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level and a certain level to be reached 

is called, the larger the reporting requirement value, the more I think 

the demand is high.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n the questionnaire about the experience of pre-parent education, 

the item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the human 

relationship and the other side were hig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items related to intellectu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newborn infant. It has been found that parents 

have a general perception of the role of parents but they have not 

reached the level of being able to fulfill their role as actual care giver.

  Second, in the knowledge test of the prospective parents, the highest  

rank of correct answers was the effect of stable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 parents on the human relationship. The sub-rank shows that 

they know that maternity is born on its own, that the birth weight of 

the fetus and the neighbors do not have to report when the 

circumstances of child abuse are detected. In the test of the preliminary 

parent knowledge, the learning about the 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human relations including the parents and the other 

party formed a certain level,but the knowledge about the care for infants 

and toddlers to be provided as the preliminary parents was insufficient.

  Third, in the need of prospective parent education program, the areas 

are subdivided into emotional and economic independ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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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the role of adolescents distinguished from infant children, 

and the difference in the task, University students who showed high 

demand a special pamphlet of a youth other than a prospective parent I 

showed.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boys in the difference of needs of boys 

and girls showed a high demand in the developmental area of infants 

and children besides the area of self-identity of adolescents, and 

showed the need for understanding of roles, rol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Female students showed a high need for family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llowing the self-identity 

domain of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need of parenting, dialogue technique, 

socialite and communication.

  Finally, in the difference of knowledge level,higher knowledge group 

responed highly to parent role besides emotional and economic 

independent education. 

In the knowledge subgroup, the symptoms and prevention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the risk of abortion were prioritized and was a 

difference in the needs of the knowledge subgroup and higher group. As 

a result, if the level of knowledge related to sex education reaches a 

certain level reflecting the difference in the needs of the upper-level 

subgroups by performing the knowledge level test before the preliminary 

parent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or young people, it seems to 

be good for the purpose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pre-parent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is as follows. 

  First, pre-parent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is needed as far 

as male college students and married prospective couples are married. 

In previous studies on prospective parents,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seemed high, but most prospective parents seem to 

have received little education about parenting before they were born. 

The content of education also stays theoretical and 64 9% said it was 

difficult to play a role when they becam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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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preliminary parent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needs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ducation and the self-identity of the adolescent after acquiring accurate 

and specific knowledge of pregnancy, childbirth, and infant development 

with basic sexul educ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elf-identity 

domain of the adolescents showed the priority in the ne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pre-parent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We look forward to a long and systematic followed up research on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applying for pre-parent education takes 

place in the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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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예비 부모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요구도를 밝혀 향후 

부모 교육 실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무기명으로 조사되어 개인정보가 누출되

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비밀유지(통계법)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타 목적 이용 시 연구자는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설문 작성 시 주의사항 

1.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입니다. 

2. 모든 문항은 맞고 틀리는 것은 없으며,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설문 문항을 정확히 

읽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3. 문항을 빠뜨리거나 만약 두 문항에 답을 표기하게 되면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수경 드림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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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성 친구를 사귄 경험이 있는지  

   표기하세요

  ①있다           ②없다       

   

4. 아이 돌봄 경험이 있는지           

   표기하세요.

      

  ①있다           ②없다       

   

5. 미래에 나는 결혼을 할 계획이.

  ①있다           ②없다       

6. 미래에 나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①있다           ②없다       

  

7. 나의 현재 수준으로 부모가 되면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이 

      

  ①있다           ②없다       

    

8. 나는 부모가 되기 위한 별도의

   교육 필요성이

   ①있다           ②없다     

* 여러분의 성별과 학년을 적어주세요.

1. 성별 : ① 남     ②여              2. 학년 :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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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내용
충분

하다

약간 

도움이 

됐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신생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 ⑤ ④ ③ ② ①

2 신생아의 두뇌성장시기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 신체운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④ ③ ② ①

4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④ ③ ② ①

5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④ ③ ② ①

6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 ④ ③ ② ①

7 유아기 사회성 발달 ⑤ ④ ③ ② ①

8 영유아기 창의성 발달 ⑤ ④ ③ ② ①

9 아동기 정서 발달 도와주기 ⑤ ④ ③ ② ①

10 공격적 행동 지도 ⑤ ④ ③ ② ①

11 임신과 피임의 원리에 대해 ⑤ ④ ③ ② ①

12 인공 임신 중절의 위험성에 대해 ⑤ ④ ③ ② ①

13 애정 표현과 성범죄의 구분 ⑤ ④ ③ ② ①

14
생리적 현상으로 사정과 자위의 건강한 

표출법
⑤ ④ ③ ② ①

15
성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표현하는 

교육
⑤ ④ ③ ② ①

16 에이즈의 감염경로 ⑤ ④ ③ ② ①

17 향정신성 약물의 해독 ⑤ ④ ③ ② ①

18 임신 중 약물 복용의 위험성 ⑤ ④ ③ ② ①

19 열 달 태교의 중요성 ⑤ ④ ③ ② ①

20 어린나이, 또는 고령임신의 주의 점 ⑤ ④ ③ ② ①

21 인간발달의 단계별 과업 ⑤ ④ ③ ② ①

22 청소년기의 정서적 독립에 대한 교육 ⑤ ④ ③ ② ①

23 남녀의 성역할 차이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24 이성 친구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25 미래 직업 설계와 준비 ⑤ ④ ③ ② ①

1.  다음은 예비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을 받았거나 비교적 잘 아는 것은 충분하다, ⑤에√ , 받은 기억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은 ①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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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문내용
충분

하다

약간 

도움이 

됐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26 유아기 자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⑤ ④ ③ ② ①

27 남녀관계 및 인간심리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28 사랑과 성의 개념 ⑤ ④ ③ ② ①

29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⑤ ④ ③ ② ①

30
개인의 성격적 특색 (MBTI, 

에니어그램)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4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⑤ ④ ③ ② ①

32 분노를 다스리는 행동요법 ⑤ ④ ③ ② ①

33 의사소통의 종류를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4 성적 역할에 대한 수용 ⑤ ④ ③ ② ①

3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6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7 자녀학대의 유형 ⑤ ④ ③ ② ①

38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⑤ ④ ③ ② ①

39 나의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0 나의 진로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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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설문에 0, x중  맞는 것에 √하세요.

번

호
설문내용 O X

1 임신주기는 약40주이다.

2 배아기의 유해한 환경은 태아에게 치명적 결함을 준다.

3 태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4 출산 시 태아의 평균 몸무게는 2kg이다.

5 유아에게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다.

6 사회성은 성인기에 길러지는 것이다.

7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형성이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8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9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10 마시멜로 효과는 절제력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11 미녀와 미남은 사랑과 결혼이 어렵지 않다.

12 포경수술은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한다.

13
남성이 성충동을 느끼고 발기했을 때 사정하지 않으면 몸

에 해롭다. 

14
성의 상품화 같은 왜곡된 성 문화는 잘못된 정보의 영향이 

크다.

15 어머니의 모성애는 저절로 생겨난다.

16 자녀가 집을 떠나면 부모의 역할을 끝이 난다.

17
인간에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 주기상의 발달 과

업 단계가 있다.

18
부모역할은 정성으로 키우는 것으로 교육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19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를 말하고 자녀 간에 비교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20
아이가 심하게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면 일단 112에 신고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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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예비부모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후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번호 설문내용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미래의 자화상 그리기 ④ ③ ② ①

2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④ ③ ② ①

3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④ ③ ② ①

4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④ ③ ② ①

5 남녀 성 역할 차이인식 ④ ③ ② ①

6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준비 ④ ③ ② ①

7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④ ③ ② ①

8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시각 ④ ③ ② ①

9 성 지식의 습득방법 ④ ③ ② ①

10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④ ③ ② ①

11 건강한 성을 구분하는 법 ④ ③ ② ①

12 낙태의 위험성 ④ ③ ② ①

13 피임의 방법과 원리 ④ ③ ② ①

14 태아의 태내발달과정 ④ ③ ② ①

15 유전과 선천성 질병 ④ ③ ② ①

16 가임기간 계산법 ④ ③ ② ①

17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④ ③ ② ①

18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④ ③ ② ①

19 부모와 역할 바꿔보기 ④ ③ ② ①

20 부모와의 갈등 해결방법 ④ ③ ② ①

21 대화의 기본태도와 효과적인 대화기술 ④ ③ ② ①

22 자신의 대화패턴 분석 ④ ③ ② ①

2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④ ③ ② ①

24 공감하는 대화기법 ④ ③ ② ①

25 유전과 환경의  영향 ④ ③ ② ①

26 유아의 신체와 정서발달 ④ ③ ② ①

27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④ ③ ② ①

28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 ④ ③ ② ①

29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④ ③ ② ①

30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이해하기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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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여러분이 받았거나 알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현 수준을 조사하기 위

한 것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내용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미래의 자화상 그리기 ④ ③ ② ①

2 유아, 아동과 구분되는 청소년 역할의 인식 ④ ③ ② ①

3 정서적, 경제적 독립 교육 ④ ③ ② ①

4 성인과 청소년의 과업차이에 대한 이해 ④ ③ ② ①

5 남녀 성 역할 차이인식 ④ ③ ② ①

6 미래 가정생활을 위한준비 ④ ③ ② ①

7 성적욕구조절에 대한 교육 ④ ③ ② ①

8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시각 ④ ③ ② ①

9 성 지식의 습득방법 ④ ③ ② ①

10 성의 수단화, 상품화에 대한 인식 ④ ③ ② ①

11 건강한 성을 구분하는 법 ④ ③ ② ①

12 낙태의 위험성 ④ ③ ② ①

13 피임의 방법과 원리 ④ ③ ② ①

14 태아의 태내발달과정 ④ ③ ② ①

15 유전과 선천성 질병 ④ ③ ② ①

16 가임기간 계산법 ④ ③ ② ①

17 임신출산에 영향을 주는 에이즈 예방법 ④ ③ ② ①

18 성병의 증상과 예방법 ④ ③ ② ①

19 부모와 역할 바꿔보기 ④ ③ ② ①

20 부모와의 갈등 해결방법 ④ ③ ② ①

21 대화의 기본태도와 효과적인 대화기술 ④ ③ ② ①

22 자신의 대화패턴 분석 ④ ③ ② ①

23 떼쓰는 아이의 부모역할하기 ④ ③ ② ①

24 공감하는 대화기법 ④ ③ ② ①

25 유전과 환경의  영향 ④ ③ ② ①

26 유아의 신체와 정서발달 ④ ③ ② ①

27 유아사회성과 부모역할 ④ ③ ② ①

28 유아기에 형성되는  신뢰감과 자율성 ④ ③ ② ①

29 인간발달의 가변성과 탄력성 ④ ③ ② ①

30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이해하기 ④ ③ ② ①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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