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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양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blended learning-based parenting program and examine 
its effects on the quality of verbal behavior, responsiveness, and co-parenting of working parents 
with one-year-old infants. 
Methods: Since both parents were working, the ‘Blended Learning’ method, which integrates online 
and offline sessions,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43 pairs of 
working parents, each having a one-year-old child were recruited (24 pairs in the experimental 
groups and 19 pairs in the control group). Parental verbal behaviors, responsiveness, and co-
parenting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eight-week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NCOVA using the pretest score as a covariate.
Results: The parenting program was developed through the following five steps derived from the ADDIE 
model development process: analyzing, designing, developing, implementing, evaluating. The program 
lasts for eight weeks and consists of four offline and eight online training session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par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mprovement in their verbal behaviors and 
responsiveness during play interac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n the co-parenting assessment scores. 
Conclusion: The blended learning-based parenting program prov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ing parents’ verbal behaviors and responsiveness.

Keywords : infant, working parents, parenting program, blended learning, verbal behaviors, 
responsiveness, co-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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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중요

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며(Bornstein, 2002), 특히 첫 돌이 지난 만 

1세 영아는 첫 단어를 말하고 첫 걸음을 떼는 등 성장 발달에 

있어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를 맞게 된다(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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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9). 이 시기 영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주도적인 

행동을 더 시도하므로, 부모가 영아를 이끄는 것보다는 영아의 

주의와 의도를 따르면서 영아를 지지하며 반응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Masur, Flynn, & Lloyd, 2013). 부모는 이 

과정에서 영아의 월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자신의 언어수준과 

유형을 변형하여 상호작용을 하는데(Flynn & Masur, 2007), 이 

때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적 행동은 영아지지 또는 부모주도 언

어적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은 부모

가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영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 

부모가 공동으로 주의집중하며 반응하는 언어 자극을(Flynn 

& Masur, 2007),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은 영아의 현재 주의 또

는 행동으로부터 새로운 주의로 전환하도록 부모가 주도하는 

언어 자극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연구 결과는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이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보다 영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hoi & Kim, 2019; M. 

S. Kim & Sung, 2002; Y. S. Lee & Kim, 2013; Masur et al., 2013). 

영아의 주의와 의도를 따르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의 반응성이 필요하다. 반응적인 부모는 영아의 선택과 결정

을 존중하는 영아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아의 정서를 수

용하고 지지해줌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Gates, 

2007; H. J. Kim & Kim, 2019; Ko & Lee, 2010). 반면, 반응적이

지 못한 부모의 경우 영아가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

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영아의 흥미와 주의에 상관없이 부모

주도적인 행동을 강요하거나 영아의 시도를 방해한다(Frodi, 

Bridges, & Grolnick, 1985; Stern, 2002).

또한, 만 1세 영아 후반 걸음마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부모의 

공동양육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아버지와 어

머니는 양육에서 각자 역할과 영향력이 다를 뿐 아니라 자녀

와의 상호작용과 반응성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을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다(M. S. Kim, Cho, 

Park, & Shin, 2013; Ko & Lee, 2010; Pancsofar & Vernon-Feagans, 

2006). 부부가 자녀를 기르는 책임을 함께하는 공동양육자로

서(Schoppe-Sullivan, Mangelsdorf, Frosch, & McHale, 2004; van 

Egeren & Hawkins, 2004), 협력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때, 부모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상대 배우자의 정서적 안녕과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이어져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이르게 된

다(LeRoy, Mahoney, Pargament, & DeMaris, 2013). 따라서 자녀

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부부간 

협력적인 공동양육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녀 출생 후 

초기부터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모는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습득에 대한 요구도와 부모교육의 참여의

향은 매우 높지만 질 높은 교육 접근성 및 기회 측면에서는 부

족함을 느끼고 있다(E. Kim, Chang, Kim, & Walker, 2011). 맞

벌이 부모에게 있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스트레스보다

는 즐거운 상황으로 인식되고 부모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적

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교육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는 경험(M. S. Kim, 2016)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맞벌이 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Garbarino, Vorrasi, & Kostelny, 

2002). 부모교육이란 분명한 교육대상과 이들의 특성에 따라 

증진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분명한 내

용을 가지고 조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mith, 

Perou, & Lesesne, 2002). 맞벌이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부모교육에서 강조되었던 연령별 자녀의 발달과업에 

맞춘 교육내용과 더불어 직장과 가정에서 부부가 담당하고 있

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협력적인 공동양

육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부모

처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에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M. S. Kim, 2016; Y. Lee, Kim, & Lim, 2016)

과 주입식의 일회성 대집단 집합교육이 아닌 부모의 능동적 참

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Bae, Cho, 

Bong, & Kim, 2011; Myers-Walls & Dworkin, 2015; S.-H. Park & 

Choi, 2010)을 고려해볼 때 맞벌이 부모들의 상황과 요구에 적

합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에게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하

기 위한 운영 방식은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교

수자와 학습자간 뿐 아니라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성을 최대

화하는 오프라인 학습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학습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의 두 장점을 적절히 혼합

한 블렌디드러닝 수업 방식(Thorne, 2003)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블렌디드러닝은 이론과 실습이 통합되는 교육맥락에서 유

용하기 때문에 양육지식과 기술 습득, 태도 변화를 모두 중요

시하는 부모교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Cha, Moon, Yoon, 

& Kim, 2005). 블렌디드러닝에서 학습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인 과정이라는 기본전제를 두며(Singh & Reed, 2001), 교수

자 중심의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

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한다(Singh & Reed, 

2001), 이러한 블렌디드러닝의 특징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및 

개별화학습능력 증진을 도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

다(Acree et al., 2017; Rivera, 2017). 특히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맞

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동반참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공동양육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는 고유성과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개별 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263  Blended Learning Approach for Working Parents of Infants 

아니라 일·가정 병행으로 인한 교육 참여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가 협력적인 공동양육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이후의 관계발전에 매우 중

요하다. 국내 영아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관계능력 향상에 편중

되어있는 실정이며(Chung, Yee, & Moon, 2012), 최근에 정부의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전업주부인 어머니 대상의 교육이 대다

수이고 자녀 연령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맞벌이 

부모를 특정 대상으로 하거나 부와 모가 함께 참여하는 등의 

세분화된 부모교육은 미흡하다(G. Kim, 2017; W. Park, Lee, & 

Ye, 2018). 따라서 생애 초기이며 결정적 시기인 만 1세 영아 자

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공동양육관

계 측면에서 영아 발달에 적합한 부모의 언어적 행동과 반응적 

상호작용(H. J. Kim & Kim, 2019; LeBarton, Goldin-Meadow, & 

Raudenbush, 2015; Masur et al., 2013; S. Park & Kim, 2020)을 내

용으로 하는 부모 동반참여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

로 인해 부모교육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렌디드러닝 방식(Mantyla, 2001; Singh & Reed, 2001)

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어머

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양육 관계의 

질 증진을 위한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특히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부모교육

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부부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

습내용을 공유하며 부부공동양육을 적용, 실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프로그램의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만 1세 영아 부모의 언어적 행동과 반응성의 질을 높이는 구

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부부가 협력적인 공동양육자로서 자

녀의 생애 초기의 긍정적 발달을 이끄는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문제 1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운영방식, 교수학습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

양육의 질을 변화시키는가?

2-1.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영아, 어머니-영아 상호작

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질을 변화시

키는가?

 

2-2.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영아, 어머니-영아 상호

작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성의 질을 변화시키

는가?

2-3.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지각한 

공동양육의 질을 변화시키는가?

Methods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
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

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적합한 개발 절차를 구상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모형 도출 및 관련 문헌,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

가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

육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목적

인 점에 비춰볼 때, 교수체제개발의 기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변화이론에서 강조하는 프로그램 과정의 인과적 메커

니즘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을 본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에 접목하여 ADDIE 모형의 5단계 절차에 맞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 모형 및 각 단계별 내용

은 Figure 1에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단계 ‘분석’에서는 문헌고찰 및 관련 이론들을 토

대로 교육 대상 특성 및 프로그램 요구, 내용, 운영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

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내용, 교수모형, 학

습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을 설계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합한 ‘격주

제 블렌디드러닝 독립 교수모형’을 적용하였으며, 1세 영아 자

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자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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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고 양육에 대한 신념과 태도

의 변화를 통해 언어적 행동과 반응성, 공동양육의 질이 증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분

석과 설계 과정을 통해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회기 및 집단형

태, 강사를 선정하고, 주 1회, 1시간 오프라인과 주 2회, 20분 

내외의 온라인 교육을 격주로 실시하는 총 8주, 12회기 블렌

디드러닝 부모교육의 내용을 운영방식에 맞게 구성, 조직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사용할 교수자료를 제작하

고 온라인 운영 플랫폼을 세팅하였다. 네 번째 ‘실행’ 단계에

서는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

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효과 검증과 프로그램 만

족도를 분석하였다.

Analyzing • Analyzing Characteristics & Needs of Participants
• Analyzing Contents & Teaching Methods of the Program

↓

Designing

• Setting Goals
• Selecting Content
• Selecting Teaching Strategies
• Selecting Evaluation Method

↓

Development • Developing Program Activity Plans & Online-Offline Teaching Materials

↓

Implementation

•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Program: Task 
Performance Check 
and Feedback

Session 
1

(offline)

• Lecture & Introduction of the Topic
• Application: Small Group Activities 

(demonsration, discussion, role-playing, etc.)
• Guidance for online sessions

↓

Session 
2-1

(online)

• Lecture & In-Depth Learning (1)
• Application: Individual Activities
• Self-Reflection

Session 
2-2

(online)

• Lecture & In-Depth Learning (2)
• Application: Individual Activities
• Self-Reflection
• Guidance for offline training

↓

(Repeating the same format up to Session 8-2)

↓

Evaluation

•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 Observing & analyzing parent’s play interaction (parents’ verbal behavior and responsiveness)
– Co-parenting questionnaire analysis
– Program satisfaction questionnaire analysis
– Program implementation process analysis

Figure 1. Development of the blended learning-based parenting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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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
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대상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세 영아(16개월에서 23개월)와 그들

의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의 쌍으로 하여 총 43쌍, 129명이었

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맞벌이

로서 육아휴직자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과 해당지역의 육아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모집 과정에서 총 8주간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2회 영상

촬영에 모두 참여를 원하는 26쌍은 참여집단에, 2회 영상촬영

에만 참여를 원하는 20쌍은 비교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이 중, 

참여집단의 경우 26쌍이 모두 교육에는 참여하였으나, 집단 

간 동질성 검증과정에서 이상치(outlier)에 속하는 2쌍이 제외

되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1쌍의 부모가 8주 이후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후검사에 참여하지 못해 탈락되었다. 최종적으로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각각 24쌍, 19쌍이 프로그램의 효과 검

증 연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수행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을 영아와 부모별, 참여집단

과 비교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집단과 비교집

단 영아의 평균 월령은 19.5개월과 20.5개월이었으며 월령 범

위는 15개월∼24개월로 같았다. 참여집단의 남녀 성비는 12

명(50.0%)으로 같았으며, 비교집단은 남아가 8명(42.1%), 여

아가 11명(57.9%)으로 여아가 많았다. 형제 순위는 참여집단

의 경우, 첫째가 22명(91.6%), 둘째가 2명(8.3%)이었으며, 비

교집단은 첫째가 12명(63.2%), 둘째가 6명(31.6%), 셋째가 1

명(5.3%)로 두 집단 모두 첫째가 많았다. 영아의 기관경험은 

참여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기관을 경험한 영아 비율이 각각 

70.8%, 78.9%이었으며, 재원 평균기간은 참여집단 영아가 7.0

개월, 비교집단 영아가 8.6개월이었다. 다음으로, 참여집단과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Total 

Fathers
(n = 24)

Mothers
(n = 24)

Fathers
(n = 19)

Mothers
(n = 19)

Father
(n = 43)

Mothers
(n = 43)

Age 26-30 years 2 (    8.3) 5 (  15.8) 1 (    5.3) 3 (  15.8) 3 (    7.0) 8 (  18.6)

31-35 years 9 (  37.5) 13 (  52.6) 6 (  31.6) 10 (  52.6) 15 (  34.9) 23 (  53.5)

36-40 years 11 (  45.8) 5 (  20.8) 11 (  57.9) 6 (  31.6) 22 (  51.2) 11 (  25.6)

41-45 years 2 (    8.3) 1 (    4.2) 1 (    5.3) 0 (    0.0) 3 (    7.0) 1 (    2.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diploma 0 (    0.0) 0 (    0.0) 2 (  10.5) 0 (    0.0) 2 (    4.7) 0 (    0.0)

College 1 (    4.2) 0 (    0.0) 1 (    5.3) 0 (    0.0) 2 (    4.7) 0 (    0.0)

Bachelor’s degree 19 (  79.2) 21 (  87.5) 9 (  47.4) 13 (  68.4) 28 (  65.1) 34 (  79.1)

Master’s degree or higher 3 (  12.5) 3 (  12.5) 7 (  36.8) 6 (  31.6) 10 (  23.3) 9 (  20.9)

Unknown 1 (    4.2) 0 (    0.0) 0 (    0.0) 0 (    0.0) 1 (    2.3) 0 (    0.0)

Employment 
type

Full-time 24 (100.0) 21 (  87.5) 17 (  89.5) 17 (  89.5) 41 (  95.3) 38 (  88.4)

Part-time 0 (    0.0) 3 (  12.5) 1 (    5.3) 2 (  10.5) 1 (    2.3) 5 (  11.6)

Unknown 0 (    0.0) 0 (    0.0) 1 (    5.3) 0 (    0.0) 1 (    2.3) 0 (    0.0)

Occupa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1 (    4.2) 1 (    4.2) 2 (  10.5) 3 (  15.8) 3 (    7.0) 4 (    9.3)

Profession 6 (  25.0) 13 (  54.2) 6 (  31.6) 7 (  36.8) 12 (  27.9) 20 (  46.5)

Office work 15 (  62.5) 9 (  37.5) 6 (  31.6) 7 (  36.8) 21 (  48.8) 16 (  37.2)

Sales/service 1 (    4.2) 1 (    4.2) 1 (    5.3) 0 (    0.0) 2 (    4.7) 1 (    2.3)

Business 0 (    0.0) 0 (    0.0) 1 (    5.3) 1 (    5.3) 1 (    2.3) 1 (    2.3)

Others 1 (    4.2) 0 (    0.0) 3 (  15.8) 1 (    5.3) 4 (    9.2) 1 (    2.3)
Note. N = 86.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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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각각 35.96세(SD = 3.55)와 

35.41세(SD = 2.93)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참여집단은 

33.58세(SD = 3.15), 비교집단은 33.15세(SD = 3.58)이었다. 집

단별 연구 대상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직업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 프로그램 효과 검

증을 위해 부모의 언어적 행동 분석 범주, 부모 반응성 척도, 

부모공동양육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언어적 행동 분석 범주

부모의 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lynn과 Masur (2007)

의 범주를 예비조사를 통해 만 1세 영아 부모에 적합하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가 발화시점에서 영아의 

주의를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영아지지(attention-follow) 언어

적 행동과 부모주도(attention-lead) 언어적 행동으로 구분하였

다. 다음으로 부모의 화용론적 의도에 따라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은 설명, 파악질문, 교수질문, 권유, 피드백의 다섯 가지 

하위 범주로,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은 행동지시와 주의지시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범주의 조작적 정의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 중 ‘설

명’은 영아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물, 행동,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명명하거나 묘사하는 것, ‘파악질문’은 영아가 현

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물, 행동에 대해 부모가 영아의 의

도, 관심, 행동을 알기 위해 묻는 것, ‘교수질문’은 영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물 또는 행동에 대해 부모가 영아를 가르치

거나 영아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Pine, 1992). 또한, ‘권유’는 영아가 현재 주의를 집중

하고 있는 사물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활동을 지지, 확장하려

는 의도로 영아에게 제안, 명령 또는 격려하여 영아가 행동이

나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피드백’은 “옳지, 똑똑하네.”와 

같이 영아가 현재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사물과 관련한 행동

에 대해 인정, 칭찬, 격려 등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 중 ‘행동지시’는 영아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물이나 활동을 제한하거나 제지하려는 의도 

또는 영아가 현재 주의집중하고 있지 않은 사물이나 활동에 

대하여 영아가 행동하고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주의지

시’는 영아가 현재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사물이나 진행중인 

활동으로부터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영아의 주의(관심)을 돌

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

의 언어적 행동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언어적 행동은 

아버지-영아, 어머니-영아간 10분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나타

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화를 모두 전사한 후, 녹화영상을 보

면서 발화 단위로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언어

적 행동에 대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적률상관계수 r = .9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반응성 척도 

부모의 반응성을 살펴보기 위해, Gates (2007)의 부모 반응성 

측정도구의 범주를 본 연구 목표에 적합하도록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으며,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에서 언어

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반응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Shuler 

(2012) 연구에서 사용된 공동주의와 상호교환 범주를 추가하

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아 중심성, 민감성, 정서적 수용

성, 참여성, 공동주의, 상호교환의 6개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

다. 점수의 평정은 촬영된 아버지-영아, 어머니-영아의 10분 

동안의 놀이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여 각 하위범주에 대해 

평정 기준에 따라 1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

모 반응성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r = .89로 나타났다.

부모공동양육척도   

만 1세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지각하는 부모공

동양육 관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Margolin, Gordis와 John 

(2001)이 개발한 공동양육 질문지(Coparenting Questionnaire 

[C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협력적 공동양육 5문항, 갈등

적 공동양육 5문항, 삼각화 공동양육 4문항으로 3가지 하위 

범주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협력적 공동양육 항목은 부

부가 양육자로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양육가치관을 존

중하며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정도, 갈등적 공동양육 항목은 양

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부간 갈등 및 서로 다른 양육 방식이

나 기준의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삼각화 공동양육 항

목은 부부간에 자녀를 갈등 상황으로 끌어들여 상대 양육자

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부 또는 모가 공동양육 파트너인 모 또

는 부를 생각하며 자기 보고식으로 보고하며 부정적으로 서

술된 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여 합산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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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Cronbach’s α로 산출한 결과, 협력적 공동양육 .78, 갈등적 공

동양육 .81, 삼각화 공동양육 .69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의, 승인(IRB 

No.  7001988-202007-HR-654-03)을 받고 연구 대상자를 모집

하였으며, 이후 다음의 다섯 단계에 걸쳐 프로그램 효과검증

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본 조사 전에 아버지-영아, 어머니-영아 놀이 상호작용을 촬영

하기 위해 사용하는 놀잇감의 적절성, 소요 시간, 측정 도구 및 

방법의 적절성, 분석 기준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정자 훈련    

부모의 언어적 행동 분석 범주와 반응성 평정을 위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정자는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생 1명과 본 연구자로 총 2명이었으며, 평정자간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은 재평정과 논의를 통해 80% 이상 일치도가 

나올 때까지 의견을 조정하였다.

사전검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2019년 9월 말부터 10월 말

까지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심의 승인 

받은 연구참여자 설명문을 안내하고 연구 동의서에 부모의 서

명을 받았다. 부모 중 한 명이 영아와 놀이 상호작용 촬영을 시

작하면 또 다른 부모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부모공동양육

척도 및 인구학적 배경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토대

로 최종 분석 영상 10분 이외에 여유시간을 포함해 15분 정도 

촬영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놀이 촬영 후, 영아의 주의 전환 및 

간식, 배변 등을 위해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서 두 번

째 촬영을 진행하였다. 촬영 종료 후 참여집단 부모에게는 이

후 진행될 8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정 안내를, 비교집

단은 8주 후에 진행될 사후 검사 일정을 안내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전검사가 완료된 이후, 2019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

지 참여집단의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

발한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 집단 부모는 8주 동안 격

주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12회기를 학습하면서 매 주 생

활적용 과제를 제시받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깨달은 

점, 어려운 점 등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일기 형식으로 자아성

찰일지를 작성하여 온라인 앱에 업로드하였다. 반면, 비교집

단은 별도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후검사 및 프로그램 평가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부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절

차로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집단의 경우, 8주 본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였으며, 온 · 오프라인의 교육 내용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내용 평가 및 참여 효과를 묻는 평가 설문지도 

함께 작성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 실시 후 8주 후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의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

그램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경우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25.0 (IBM Co., Armonk, NY)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

Wilk test를,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만 1세 영아

의 맞벌이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공동양육에서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 및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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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목표

본 프로그램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며, 성장 발달에 있어 급격

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목표와 그

에 따른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언어적 행동의 

질을 증진하는 것으로,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을 늘리고 부모주

도 언어적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반응성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하위 목표로는 자녀의 주도를 따

라가는 영아 중심성 증진하기, 자녀의 신호나 요구에 대한 민

감성 증진하기, 긍정적인 정서적 수용성 증진하기, 자녀 수준에 

맞춘 활동 참여성 증진하기, 부모의 공동주의 증진하기, 부모-

영아 상호교환 증진하기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공

동양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부모공동양육의 협력적 관계

를 강화하고 부모공동양육의 부정적 관계를 약화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

이론적 고찰을 통해 최종 도출된 핵심주제는 ‘놀이를 통한 부

모-자녀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반응적 상호작용, 부모됨

과 부모공동양육’ 이었으며, 각 주제에 맞게 매 회기마다 부모

가 자녀와의 놀이시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과 반응성 그리고 협

력적 공동양육 관계 증진을 위한 세부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회기별 학습과정은 Kolb (1984)가 제시한 4단계 학습과

정을 본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

육 12회기 모두 ‘동기 유발’, ‘정보 습득’, ‘기술 훈련’, ‘생활 적

용’, ‘자기 성찰(또는 사전학습확인)’의 5단계 순환적 과정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1회기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소개 및 상호인사(10분), 블렌디드

러닝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 소개(10분)를 포함하여 총 90분

으로 구성되었다. 5단계 학습과정 중 첫 번째인 동기 유발에

서는 부모들이 원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개별 또는 소그룹별로 

자유 놀이를 하였다(15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강사의 강

의와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1회기 학습 주제인 놀이의 중

요성과 특징, 놀이환경으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해 정보 습득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30분). 3단계 기술 훈련에서는 <오늘

의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놀이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하고, 

강사의 시범을 보면서 부부가 짝이 되어 상호작용을 훈련하였

다(15분). 생활 적용에서는 자녀의 놀이행동 관찰 과제를 제시

하였으며, 부모가 가정에서 과제를 실천하고 자기성찰일지를 

작성하며 자기성찰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음 2-1회기 온라

인 교육을 안내한 후 1차시 오프라인 교육을 마무리하였다(10

분). 세부 교육 내용 구성 후,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흐

름을 고려하여 총 8주 12회기에 맞추어 주제와 세부 교육 내

용을 회기별 순서에 따라 적절한 온·오프라인 운영방식을 조

직, 구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격주제 블렌디드러닝 독립 교수

모형을 적용한 본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와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오프라인)

는 부모들이 원하는 놀잇감으로 직접 자유놀이를 해본 후 소

감을 나누고(동기유발), 이를 바탕으로 놀이의 중요성과 특징, 

놀이환경으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졌다(정보

습득). 밀가루 반죽놀이를 통해 감각적인 탐색의 중요성과 놀

이상호작용을 연습하였으며(기술훈련), 자녀의 놀이행동 관

찰 과제를 제시하였다(생활적용). 2-1회기(온라인)는 영아의 

놀이 발달 및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동영상사례와 함께 온라

인 주제강의가 이루어지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펀지 목

욕소품을 이용한 감각놀이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하였다. 2-2

회기(온라인)는 부와 모 상호작용의 고유성과 주고받는 상호

작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한 후 물이나 티슈로 쉽게 지워지

는 수성크레용을 활용하여 마음껏 끼적여보는 놀이를 하며 주

고받기 상호작용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이 매주 제시된 

과제를 실천하고, 놀이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온라인 앱

에 자기성찰일지를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3회기(오프라인)는 

아버지, 어머니별로 배우자 역할의 강, 약점에 대해 소그룹 토

의를 하면서 공동양육의 어려움,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이

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개방형 놀잇감인 종이벽돌블록

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탐색하며 영아와 상

호작용하는 방법을 실습하였으며, 양육자간 역할분담표를 작

성하고 공동양육을 실천해보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4-1회기

(온라인)는 맞벌이 가정의 하루 동영상을 통해 현재 맞벌이 가

족의 현실적 어려움을 되돌아보며 부모공동양육에 대한 노력

을 강조하였다. 협력적 공동양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

시들을 제공하였으며, 오늘의 놀이 영상에서는 스카프를 활용

한 까꿍놀이로 반응적 상호작용을 안내하였다. 4-2회기(온라

인)에서는 만 1세 영아들이 놀이와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비

언어적 신호를 포함한 영아의 의사소통에 대해 구체적인 동영

상 사례와 함께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오늘의 놀이인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를 통해 부모가 영아의 신호나 요구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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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Sessions

Session Week Topic Contents
1 1

(offline)
Playing with the infant • Orientation 

• Understanding of play
• Parents as play environment
• Today’s play <How does it feel?: Exploration play>

2 2-1
(online)

Enhancing infant’s play • Characteristics of infant development
• Age-specific development and types of play
• Today’s play <Floating sponges: Exploration play>

3 2-2
(online)

Infant-parent play interaction • Importance of play interaction
• Uniqueness of fathers’ and mothers’ interaction
• Serve & return interaction and parent’s play participation
• Today’s play <Let’s scribble: Expression play>

4 3
(offline)

Understanding parenting and co-parenting • Understanding ‘parenting’
• Importance of parenting in infancy
•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co-parenting
• Today’s play <Playing with cardboard blocks: Exploration play>

5 4-1
(online)

Co-parenting for working parents • Current situation of working parents
• The concept of gate keeping
• Application of co-parenting for working parents
• Today’s play <Scarf peekaboo: Language play>

6 4-2
(online)

Communication in infancy • What is communication?
•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n infancy
• Reactive Interaction with infant
• Today’s play <Move like me: Physical play> 

7 5
(offline)

Verbal interaction with infant • Importance of picture book reading
• Environment for picture book reading
• Reading  picture books with infant
• Co-parenting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 Today’s play <My favorite book: Language play>

8 6-1
(online)

Joint attention in picture book reading • Various types of picture books
• How to choose picture books for infants
• Today’s play <Blanket sledding: Physical play>

9 6-2
(online)

Pretend play • What is pretend play and why is it important?
• Development of pretend play in infancy
• Supporting infant’s pretend play 
• Today’s play <There is my baby: Pretend play>

10 7
(offline)

Responsive parenting in everyday life • Development of the self and emotion in infancy
• Definition of responsiveness and its influence 
• Four stages of discipline and co-parenting in discipline
• Today’s play <Put the ball in the hole: Exploration play>

11 8-1
(online)

Outdoor play • Definition of outdoor play and its value 
• How to support outdoor play: autonomy and initiative in infancy
• Today’s play <Let’s take a walk!: Outdoor play>

12 8-2
(online)

Program review & evaluation • Reviewing what we have learned
• Today’s play <Spin the waterwheel: Water-sand play>
• Program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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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늘리기를 실습하였다. 5회기(오프라인)에서는 만 1세 영

아들에게 적합한 책읽기 방법을 살펴보고 부부가 함께 연습을 

해본 후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자녀

와 그림책 읽기를 통해 영아지지적 언어 사용을 늘리도록 생

활적용과제를 제시하였다. 6-1회기(온라인)에서는 영아기 그

림책 선정 기준과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 실물을 소개하는 온

라인강의와 ‘선이의 이불’ 그림책과 연계한 이불 놀이를 안내

하였다. 특히, 엄마, 아빠만의 고유성을 살려 각자의 방법으로 

자녀와 책읽기를 수행해보도록 격려하였다. 6-2회기(온라인)

에서는 만 1세 후반 영아기에 나타나는 놀이 발달의 주요한 특

징 중 하나인 상징 놀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기돌보기 놀이

를 통해 부모가 효과적인 놀이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

습하였다. 7회기(오프라인)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스스로 체

크해보고 만 1세 후반 영아기 발달에 적합한 양육태도, 훈육을 

통한 반응적 양육 증진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소그룹 활동으로 훈육의 4단계 전략과정을 실습한 후 이를 역

할극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8-1회기(온라인)에서는 급격

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만 1세 후반 영아기에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바깥놀이의 가치를 다양한 실외활동을 모은 영상을 

통해 강조하고, 바깥놀이터에서 영아지지 언어적행동과 반응

적 상호작용 연습을 하도록 시연영상을 제공하였다. 8-2회기

(온라인)는 전체 교육내용을 리뷰하고, 맞벌이 가정의 유아자

녀부터 성인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영상

으로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본 프로그램은 총 8주 12회기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

램으로 개발되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격주로 주 1회씩 총 4

회기, 회기 당 60분~90분 이내로, 8-15명 정도의 소 또는 중집

단 형태로 실시되었다. 교육 장소는 부모의 이동접근성을 고

려하여 서울, 경기 3곳의 거점교육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맞벌

이 부모의 회사업무 또는 영아 질병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별 교육 시작을 다르게하여 토요일 오

전/오후반으로 나눠서 총 4개 반으로 운영하였다. 오프라인 

교육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참여한 부모들의 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격주로 한 주에 2회씩 총 8

회기, 회기당 20분 내외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부모들이 원하

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교육을 보완하는 커뮤니티이자 학습 플랫폼으로 사용 중인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인 클래스팅(classting)을 선정하였다. 참

여 집단 부모들은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계정으로 해당 앱에 

회원가입을 해서 온라인 교육에 개별적으로 모두 참여하였으

며 학습 수행 후 댓글을 통해 출석 체크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

모는 생활 적용 과제 수행 후 자아 성찰일지를 온라인 교육 공

간에 글, 사진, 영상 등과 함께 업로드하여 다른 부모들이나 강

사로부터 수행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한 1:1 

강사와의 상담 등이 온라인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모의 언어적 행동의 질 변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

Table 3 
Date, Time, and Place for Offline Training and Number of Participants

Class Dates & Times Place

Participants (n)

Fathers Mothers

A 10/19, 11/2, 11/16, 11/30
Sat. 10:00-11:00

Kindergarten
(Bundang-gu, Gyeonggi-do) 5 5

B 11/2, 11/16, 11/30, 12/14
Sat. 13:00-14:00

Kindergarten
(Bundang-gu, Gyeonggi-do) 7 7

C 10/26, 11/9, 11/23, 12/7
Sat. 10:00-11:00

Church
(Gangdong-gu, Seoul) 4 4

D 10/26, 11/9, 11/23, 12/7
Sat. 14:00-15:00

ECE institution 
(Seodaemun-gu, Seoul) 8 8

Total 4 Classes (16 Trainings)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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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Table 4 참조) 참여집단 부모의 언어적 행동의 질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에서는 아

버지, 어머니 모두 설명, 파악질문, 권유에서, 교수질문은 어머

니에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에 참여

한 참여집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교집단 부모에 비해 영아를 

지지하는 설명과 파악질문을 사용하는 언어적 행동이 증가하

였고, 권유는 감소하였다. 또한, 참여집단 어머니의 경우 영아

에게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진 교수질문이 교육 실시 후에 감

소하였다. 한편,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에서는 참여집단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영아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행동과 주의를 

방해하는 부모주도 행동지시, 주의지시가 감소하였다.

부모의 반응성의 질 변화

본 프로그램이 참여집단 부모의 반응성의 질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참여집단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교집

단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해 반응성의 하위 항목인 영아 중심

성, 민감성, 정서적 수용성, 참여성, 공동주의, 상호교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에 참여한 참여집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교집단 부모에 비해 교육 실시 후에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영아 중심적인 태도를 가

지며, 자녀의 신호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공동주의

Table 4
Results of ANCOVA of Parents’ Verbal Behaviors

Verbal behaviors  Source

 Father (n = 43)   Mother (n = 43) 

SS  df  MS F SS  df   MS F

Attention-follow Supportive comments Covariates  675.79 1 675.79  5.48* 807.79 1 807.79 13.72**

Group 3339.62 1 3339.62 27.08*** 1095.08 1 1095.08 18.61***

Error 4932.15 40 123.30  2353.81 40 58.84  

Total 9104.25 42   4985.18 42   

Real questions Covariates 2367.23 1 2367.23 40.37*** 993.82 1 993.82 25.72***

Group 419.88 1 419.88  7.16* 388.74 1 388.74 10.06**

Error 2345.22 40 58.63  1545.25 40 38.63  

Total 5067.67 42   3453.19 42   

Prompt questions Covariates 82.73 1 82.73 13.09*** 2.84 1 2.84   .33

Group 15.73 1 15.73  2.49 97.15 1 97.15 11.32**

Error 252.74 40 6.31  343.13 40 8.57  

Total 355.79 42   448.93 42   

Recommendations Covariates 95.39 1 95.39  1.78 356.08 1 356.08  8.47**

Group 306.67 1 306.67  5.73* 283.30 1 283.30  6.74*

Error 2140.51 40 53.51  1680.72 40 42.01  

Total 2733.39 42   2957.86 42   

Attention-lead Intrusive behavioral 
directives

Covariates 154.27 1 154.27  3.56 72.19 1 72.19  5.46*

Group 1281.09 1 1281.09 29.57*** 303.88 1 303.88 23.00***

Error 1732.90 40 43.32  528.35 40 13.20  

Total 3031.91 42   959.38 42   

Intrusive attentional 
directives 

Covariates 79.58 1 79.58  9.85** 37.87 1 37.87  5.80*

Group 342.89 1 342.89 42.46*** 144.89 1 144.89 22.18***

Error 322.99 40 8.07  261.19 40 6.53  

Total 674.35 42   425.40 42   

Note. N = 86.  Father n = 43; Mother n = 4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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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잘 하는 등 상호 반응성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부모공동양육의 질 변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에서 측정된 참여집

단 아버지의 공동양육 총점은 사전검사점수와 같았으며, 참여

집단 어머니의 공동양육 총점은 사전검사점수에 비해 .14점 

증가하였다. 비교집단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후검사점수는 사

전검사점수에 비해 .03점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집단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결과

에 대해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언

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양육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여 부모

Table 5
Results of ANCOVA of Parents’ Responsiveness

Responsiveness  Source

 Father (n = 43)   Mother (n = 43) 

SS  df  MS F SS  df   MS F

Child-oriented
Covariates 8.64 1 8.64  13.68** 3.46 1 3.46   7.12*

Group 25.48 1 25.48  40.34*** 18.76 1 18.76  38.58***

Error 25.26 40 .63  19.45 40 .48  

Total 53.07 42   43.16 42   

Sensitivity Covariates 7.00 1 7.00  9.19** 3.13 1 3.13   7.46**

Group 12.92 1 12.92  16.95*** 9.97 1 9.97  23.74***

Error 30.47 40 .76  16.80 40 .42  

Total 45.76 42   28.51 42   

Affective
acceptance

Covariates 13.43 1 13.43  23.07*** 4.58 1 4.58 15.39***

Group 11.56 1 11.56  19.86*** 8.31 1 8.31 27.94***

Error 23.29 40 .58  11.90 40 .29  

Total 43.67 42   24.65 42   

Involvement Covariates 7.60 1 7.60 10.19** 2.27 1 2.27 10.28**

Group 17.59 1 17.59 23.58*** 5.86 1 5.86 26.52***

Error 29.83 40 .74  8.84 40 .22  

Total 48.41 42   16.74 42   

Joint-attention Covariates 4.33 1 4.33  6.69* 4.16 1 4.16  8.54**

Group 10.84 1 10.84 16.74*** 11.61 1 11.61 23.84***

Error 25.91 40 .64  19.49 40 .48  

Total 36.97 42   33.44 42   

Turn taking Covariates 11.18 1 11.18 22.87*** 4.69 1 4.69  9.36**

Group 23.60 1 23.60 48.26*** 13.79 1 13.79 27.52***

Error 19.56 40 .48  20.04 40 .50  

Total 45.67 42   35.90 42   

Note. N = 86. Father n = 43; Mother n = 4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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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

로그램 개발은 교수체제개발의 기본 모형인 ADDIE 모형에 

근거하되 변화이론을 접목하여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관련 이론들을 토대로 교육 대상 

특성 및 프로그램 요구, 내용, 운영방식에 대해 분석하였고,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진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 교수모형, 학습과정 및 

교수학습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방법을 설

계하였다. 이에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격주제 블렌디드러닝 

독립 교수모형을 적용한 총 8주 12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이는 매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오프라인 수

업 참석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의 요구(Jung & Kim, 2016; W. 

Park et al., 2018)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렌디드러닝

이 융통성과 효율성, 학습의 확장성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선행연구(DeLacey & Leonard, 2002; Eryilmaz, 2015; 

Oh, 2004)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 개발 단계에서는 회기 및 집단형태, 강사를 선정

하고, 최종 선정된 교육내용을 운영방식에 맞게 회기별로 구

성, 조직하였다. 선행연구(E. Kim, Choi, Cho, Kim, 2009; J.-E. 

Kim, 2002; W. Park et al., 2018)에서 기존의 부모교육 대부분

이 대집단 형태의 전문가 강연, 일방적 강의 위주의 지식전달 

방식, 일회성 활동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동의 변화나 생

활 적용으로의 가정 연계가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본 프로그램은 15인 이하의 소집단 형태

로 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 실습이 주가 되는 워

크숍 형태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토의, 질의응답, 모의시연, 역할

극 등을 고루 실시함으로써 부모들이 회기마다 배운 지식을 

토대로 양육기술을 연습해보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부

모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별적인 몰입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네 번째,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총 

8주 동안 만 1세 영아를 둔 부모 총 24쌍을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세 곳의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네 개 반

으로 실시하였다.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별 

2-3명의 돌봄 교사를 배치하였으며, 교육시간과 장소를 다르

게 4개 반을 운영하여 부모들의 선택권과 반이동성을 높임으

로써 교육생 이탈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향후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교육 참여

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진

행 중 참여집단 부모는 매 회기 온·오프라인 교육 후 과제를 수

행하였으며, 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보고 온라인 교

육 공간에 글, 사진, 영상과 함께 일지를 작성, 제출하였다. 부

모들이 작성한 자아성찰일지가 총 250개로 학습자 1인 평균 

5.2개에 해당하는 개수인 점에 비춰볼 때, 맞벌이 부모들의 학

습동기와 참여율이 높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모가 일반 부모에 비

해 더 이른 시기부터 자녀양육정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

며, 부모교육 참여요구가 높다는 선행연구(E. Kim et al., 2009; 

W. Park et al.,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맞벌이 학습

자의 특성에 맞춘 운영방식과 교수학습방법을 체계화한 시도

는 교육 내용을 습득하고 내재화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이후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된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공동양육 질에 대

한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및 과제 수행에 대해 분

석하였다. W. Park 등(2018)은 부모들의 높아진 요구로 인해 

과거보다 부모교육은 더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교육 내용과 

운영 방법적인 측면에서 맞벌이 부모가 처한 상황과 요구 등

이 고려되지 않아 이들은 여전히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로 존재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Y. Lee et al., 2016).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의 장벽이 높았던 맞

벌이 부모를 위해서 블렌디드러닝 기반의 전달방식으로 개발

과 실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프로그램 적용성이 

높다고 본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개발된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 중 영아를 순수하

게 지지하는 행동인 영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영아의 의도

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증가하였다. 자녀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함께 주의를 공유하는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은 

영아로 하여금 참고하고 있는 놀잇감과 부모가 발화한 단어

를 연결짓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

다(Flynn & Masur, 2007), 이렇듯 영아가 현재 주의 집중한 것

에 대해 언어화해주는 경우 어휘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

구(Masur et al., 2013)의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참여집단 부모

의 이러한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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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동이지만 영아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질문은 감소하

였다. 교수질문은 영아의도를 묻는 파악질문과 구별되는 것으

로, 영아지지 언어적 행동임에도 부모의 학습의도가 담겨있

는 질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주도의 성격도 어느 정

도는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ine, 1992). 따라서 참여집

단 어머니의 교수질문이 감소했다는 것은 본 부모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만 1세 영아 자녀를 대상으로 놀이를 가장한 학습

이 아닌 진짜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내용에서 다룬 놀이의 특징(진짜 놀이 vs 가짜 놀이)을 잘 

이해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취업모-영아 상호작용

에서 어머니가 학습과 언어환기가 많이 나타날수록 영아의 상

징놀이가 덜 이루어졌다고 보고한 S. Park과 Kim (2020)의 연

구에 비춰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영

아를 의도한 바대로 이끌기 위한 권유 또한 감소하였는데, 이

는 참여집단 부모들이 영아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권유하기보다 반응해주는 영아지지 설명을 더 많이 사용함으

로써 상대적으로 영아지지 권유는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집단 부모 모두 영아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

지 않은 사물과 관련하여 행동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행

동 지시, 주의를 전환시키는 주의 지시는 모두 감소하였다. 근

본적으로 놀이의 본연적 속성은 영아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있

음을 고려할 때, 부모주도 언어적 행동이 줄었다는 것은 그 자

체로도 의미가 있다.

둘째, 참여집단 부모의 반응성 총점과 6개의 하위 범주인 

영아 중심성, 민감성, 정서적 수용성, 참여성, 공동주의, 상호 

교환 모두에서 비교집단 부모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집단 부모가 만 1세 영아

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평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영

아의 행동(예: 무한 반복하는 기능놀이)이나 잘 인식하지 못했

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로 

놀이를 사용함으로써 놀이의 특성에 대한 정보 습득과 놀이를 

통한 반응적 상호작용 연습, 과제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과 점

검을 통해 상호작용 기술 습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상호작용

의 실제에서 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간주된다. 특

히 참여집단 아버지들의 경우 사전점수에서 평균 2.96점으로 

반응성 문항 척도가 5점 척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보통 수준인 3

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3.6~3.7점에 분포한 다른 세 집단의 

점수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사후 점수에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 아버지들이 사전 점수에 비

해 점수가 다소 낮아진 반면, 교육에 참여한 참여집단 아버지

들은 4.24점으로 증가하였다. 부모역량 실태를 조사한 Jang & 

Yoon (2014)는 아버지들의 부모역량이 어머니들에 비해 인식, 

실행, 성장역량 즉 지식, 기술, 태도측면에서 대부분 낮게 나타

났다고 지적하며, 부모역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모 스

스로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기회, 지원을 제

공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

그램 실시 이후 참여집단 아버지의 반응성의 차이가 어머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된 것은 이러한 교육기회와 경험을 통해 

아버지의 부모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공동양육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프로그램에서 부모공동양육관계 증진을 

목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반참여 교육이 이루어진 점은 매

우 고무적이고, 공동양육에 관련한 지식전달과 함께 가정에서 

협력적 공동양육을 실천해보는 생활적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태도변화 및 공동양육관계의 인식변화로

까지는 연결이 되지 못했다. 향후 부모공동양육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해 좀 더 긴 시간의 교육참여와 구체적인 양육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의 보완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을 격주로 운영하는 블렌디

드러닝 전달방식으로 개발, 실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전

달 방식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고 일관된 결과가 산출되었

으나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소홀한 경우가 보

고되었다. 추후 온라인 교육 참여율을 더 높이는 시스템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질문지를 통해 부모 공동양육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상대 배우자의 공동양

육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어머니-영아 3자간 상호작용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모

의 협력, 갈등, 삼각화 관계를 관찰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변화만을 

검증하였는데, 부모의 변화가 영아의 실제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교육의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지 등 부모-자녀

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그동안 부모교육에서 소홀하게 다뤄졌던 만 1세 영아

를 둔 맞벌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

인 부모역할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 

부모공동양육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블렌디드러닝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및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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