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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초·중등학생에게 친사회행동의 가치

가 주목받음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잘하는 개인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부

모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친사회행동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성숙한 친

사회행동을 수행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청소

년 시기에 친사회행동과 관련한 긍정적 변인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역량모형을 개발하

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역량모델링 과정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 행동사건면접(BEI), 초점집단회

의(FGI), 델파이(Delphi)조사 과정을 거쳐 역량모형을 개발하였고, 다중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은 2개 역량군에 각 3개의 상위역량과 각 10개

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역량군은 ‘부모 기본 역량군’과 ‘친사

회교육 핵심 역량군’으로 구분되었다. 

‘부모 기본 역량’은 다른 부모역량들이 제 기능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온정적 자녀양육’, ‘자녀 주체성 존중’, ‘자기 관리’를 포함하였

다. ‘온정적 자녀양육’역량은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언어적·비언어

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충분한 애정표현’, ‘민감한 정서반응’,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역량을 포

함하였다. ‘자녀 주체성 존중’역량은 자녀의 삶의 주체는 자녀임을 인

식하고 자녀의 결정과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는 능력으로 ‘자녀 자율성 

장려’,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역량을 포

함하였다. ‘자기관리’역량은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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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자기 성찰’, 

‘자기 정서조절’, ‘부모역할 학습’역량을 포함하였다.

‘친사회교육 핵심 역량’은 부모가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친사회행동 모델’,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를 포함하였다. ‘친사회행동 모

델’역량은 자녀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도와 조

언을 통해 자녀의 친사회성 개발을 돕는 능력으로 ‘친사회행동 모범 실

천’, ‘친사회적 동기 자극’,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친사회적 추

론 지도’역량을 포함하였다.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역량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가치나 환경을 성찰·점검하면서 친사회행동을 지

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 및 연습시키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성찰 지

도’,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역량을 포함

하였다.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역량은 자녀가 일관된 환경 속에

서 친사회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의 주변환경과 소통하며 환경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공동체 문화 점검’,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역량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에 대한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타

당성 검증, 교차 타당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는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역량 개념들이 초등학생 부모와 중등학생 부

모에게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아동·청소년들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역량의 형태로 

정리하고, 실제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지니고 있는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초·중등학생의 부

모가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지니면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이론

적, 실천적 정보를 종합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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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부모의 자기보고 응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 등 부모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응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다양한 

가족 유형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가 반복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부모의 SES 수준을 고려한 역량 모형을 개발하고 또 그 수준에 따라 

교육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친사회행동, 부모역량, 역량모형, 역량모델링

   학  번 : 201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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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아동 ․ 청소년들의 인성 부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그 이유를 공통적으로 인간관

계 형성 경험의 부족과 경쟁적인 사회 ․ 문화적 환경이라 밝히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 ․ 청소년들은 소수의 한정적인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SNS 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간접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 또, 성적을 우선시하는 학교 체제나 돈이나 물질을 

성공의 잣대로 삼는 사회 분위기 등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이로 인해 아

이들은 더욱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도덕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데, 이는 이후 성인이 되

어서도 사회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크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과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며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각기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모여 살기 때

문에 원만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

다. 아동과 청소년 또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

과의 긍정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이에 무엇보다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의 증진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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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행동이란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

이 되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친사회행동에는 좁게는 돕기, 나

누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부터, 넓게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배

려하기 등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행동들이 포함된다(Eisenberg, 1983).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 ․

청소년은 또래와 잘 어울리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나 집단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게 된다(송명자, 

1995).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연구는 ‘인

간다움’이 경쟁력인 미래사회에서(Beak et al., 2011; Noh, 2016; 

Pink, 2006)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개인 변인

과 가족, 친구 및 학교를 포함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된다(Vasta et 

al., 2004). 이 중 부모 관련 변인은 아동·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영향

력이 크고(이경주, 2002; 하영희, Edwards, 2004), 아동과 청소년의 

친사회행동 발달적 변화는 만 4-6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만 13세경

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유아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한다(이옥경, 이순형, 196; Underwood & Moore, 1982). 

즉, 아동 및 청소년 시기 동안 친사회행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

하는데, 이를 돕고 증진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밝

혀볼 필요성이 있다. 

자녀의 친사회행동과 관련한 부모 변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부모의 친사회행동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친사회행동은 관찰

과 모방을 통해 자녀에게 학습되므로,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에 가장 직

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친사회행동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

을수록 자녀의 친사회행동이 증진되고(Eron & Huesmann, 1986), 부

모의 친사회행동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친사회행동의 수준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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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하영희, 1998), 모의 친사회행동의 빈도가 많을수록 아동은 친

사회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혀져 있다(장지우, 2005; Zahn-Waxler 

et al., 1979).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는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

며,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밝혔다(정희원, 김경연, 

1998).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장영애, 1986; Eisenberg & Mussen, 199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친사회행동 간 관계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이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지각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바

람직하게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존중과 배려 및 사랑을 

타인에게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데,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

터 지지받은 아동 ․ 청소년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지우, 2005; Eisenberg, 

1992). 

넷째, 부모의 결혼갈등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결혼갈등은 

청소년의 불안, 우울 등 내재적인 심리적 문제와 공격, 비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밝혀져 있다(권영옥, 이정덕, 1999; 

Harold & Conger, 1997). 또한, 배우자 간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

을 경우 아동의 친사회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임형아, 2004), 

부모의 결혼갈등은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부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친사회행동에 부모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변인이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뿐,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변인들을 밝히고 체계화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친사

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변인을 탐색한 연구(박성희, 2002)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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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발달을 위한 사회화 방법을 제시한 연구

(김성일, 2005), 아동·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이지언 외, 2014) 등의 연구가 있

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하고 정리한 연구들 뿐이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역량(Competency)의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

을 탐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Falender와 Shagranske(2015)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역량기반의 역할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역량’은 사람의 가치, 특성, 지식,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능

력을 수행(performance)이라는 형태로 변환하여 설명하기 유용한 개념

으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Spencer & Spencer, 1993; Rothwell, Hohne & King, 2007). 부모

역할을 경험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모들은 역할의 범위와 효과에서 한계

를 가진다. 역량기반의 부모 역할 수행은 ‘실제에서 지식과 기술을 적

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역량기반 접근 방식에서

는 부모 역할 실제에 책임을 부여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부모기 전

반에 걸쳐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부모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자녀양

육역량모형 연구(성준모, 2007),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연구

(박재국 외, 2013)와 같이 특수한 상황의 자녀를 돕기 위해 부모가 지

녀야 할 역량에 대한 연구이거나 아동의 코칭역량 척도 개발(도미향, 한

민아, 2019), 청소년 부모의 코칭역량 척도 개발 연구(도미향, 박은경, 

2019),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이승미, 이경님, 

2008)와 같이 부모로서 자녀 성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지녀야 할 역량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특정한 특성이나 행동 등을 개발하기 

위한 부모역량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활용가능성이 높은 ‘역

량’ 중심의 접근으로,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친사회행동을 발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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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부모역량을 밝혀보고자 한다. 부모의 능력, 

자질, 기술, 가치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여 역량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역량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밝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모들

에게 자녀교육의 실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모역량모

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 ․ 중등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다양한 부모 역할 관련 정보

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고 해당 

역량들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높여 부모의 역할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1. 초 ․ 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역량은 무엇인가?

2. 초 ․ 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역량모형은 어떠한가?

3. 초 ․ 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역량모형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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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

한 간략한 정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친사회

행동’, ‘부모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친사회행동

친사회행동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유형은 학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엄밀한 경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사

회구성원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녀교육 측면에서는 

굳이 엄밀한 정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함양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친사회행동의 유형을 국한시키지 않고, 앞서 

밝힌 친사회행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유형의 행동을 친사회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행동을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

으로 정의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도움행동’뿐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나누기’, ‘기부하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의 행동을 모두 포함하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2) 부모역량

부모역량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삶에 대해

높은 내적동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부모의 요구와 부합하는 

자원과 지지를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설진화, 2005; 어용숙, 

김문정, 2009; Murray et al., 2013; Taub, Tighe & Burchard, 

2001). 부모역량의 구성요소로는 학자와 연구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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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지만, 현대사회 부모에게는 부모, 개인, 사회인으로서 역할 수행 

및 성장에 요구되는 양육 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부모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자녀양육, 자기성장, 사

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와 

동기, 잠재력을 포함하는 능력으로 부모역량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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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1) 친사회행동의 개념

사회문화가 점차 상호협동보다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사회갈

등이 심화됨에 따라,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인간행

동의 긍정적 측면인 친사회행동(prosocial behavior)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정문자, 양성은, 1995). 친사회행동의 개념은 계획 또는 고

의를 가지고 상대에게 피해를 가하는‘반사회적 공격성’과 사회 규범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이로움을 주는 공격행동(예: 법의 집행, 부모의 훈육, 

전시에 명령에 복종 등)을 의미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을 구별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Johnson, 2008). 이후 사회심리학자들은 도움주기, 나

누기, 기부 등의 행동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종류의 행동들을 긍정적 행동(positive behavior) 또는 친사회행

동(prosocial behavior)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권선

희, 2006).

연구자들은 친사회행동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왔으며 이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서로 다르게 개념화해왔다. 친사회행동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Bar-Tal & 

Raviv, 1982; Eisenberg, 1986)과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Krebs, 1975; Underwood & Moore, 1982)으로 구분된다.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행동의 결과 뿐 아니라 동기와 의지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친사회행동을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

기를 갖고 행해진 도움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고(Underwood & 

Moore, 1982),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려는 의지를 갖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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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행동이라 정의 내리기도 한다(Krebs, 1975). 즉, 친사회행동은 좁

게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동기를 갖고 행해진 도

움 행동이라 정의되고, 넓게는 아무런 이기적 동기 없이 순수하게 타인

을 돕는 이타행동과 동일한 개념이자 질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행동으

로 간주되기도 한다(박성희, 2004). 또,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발적이

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고(Eisenberg, 1982),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외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

인을 이롭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Bar-Tal & Raviv, 1982),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호의적인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되기도 한다(박

성희, 1997). 

이처럼 친사회행동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사회행동을 나타내기까지의 내적 심리과정과 상관없이 

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타인의 어려움을 감소 또는 해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정문자, 양성

은, 1995). 친사회행동을 도와주기, 나누기, 기부하기, 위로하기, 협동하

기와 같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Eisenberg & Miller, 1987), 아동의 경우 기부행동과 나누어 가지는 

행동을 나누기도 하며, 성인의 경우 구체적인 도움행동이나 어려움에 처

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 등을 친사회행동의 유형으

로 포함하기도 한다(박미주, 1984; 양성은, 1994). 즉, 친사회행동은  

정의의 다양성 뿐 아니라, 발달단계 등에 따라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동

유형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측면에서 친사회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친사회행동을 엄밀하게 

정의내리기 보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모든 유형의 행동을 친사회행

동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친사회행동을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

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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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도움행동’뿐 아니라 도움을 주

기 위한‘나누기’, ‘기부하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의 행

동을 모두 포함하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한

다. 

2) 친사회행동의 발현 원리

친사회행동의 발현 원리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을 논하는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과 연령이 친사회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강모, 2011),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메타연구(허균, 2018; 이지언 외, 2013), 계획된 행

동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친사회행동의 경로 분석 연구(김수인, 신택

수, 2016)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친사회행동의 발현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들에서는 친사회행동에 대한 태도와 신념, 친사회행동에 대한 주관

적 규범, 친사회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 친사회행동 의도 등 개

인의 내적 변인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Morris & Erin, 2002). 

특히, 행동 의도나 행동과 관련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태도가 수행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성에 관련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동 예측을 더욱 

맥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여 왔다(Fazio & 

Roskos-Ewoldsen, 2004). 

친사회행동에 대한 태도와 신념은 친사회행동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필요성, 당위성, 유익성, 즐

거움 등을 포함한다(Ajze, 2006).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인 정서 

반응이 이타적인 행동을 발현시키고(Batson, 1991), 이타행동에 대한 

태도 즉, 자신의 내재화된 관념이나 도덕적 관념과 이타행동이 일치할 

경우 자기 보상을 경험하며(Meier, 2007),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

정적인 자기 평가 및 자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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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gersen, 2006). 그리고 도움 행동의 순수한 동기는 청소년기에 본

격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이지연, 2001).

친사회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얼마나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지

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승인(social approval)’의 개념으

로 이를 설명하는데, 개인들의 집합체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규범이 사회

와 같은 외재적인 요소로 인해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Blasch & 

Ohndorf, 2015). 실제로, 학생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인 학교가 친사회행동을 장려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독립적으로 발달하

기 때문에, 학교 환경만으로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함이 

밝혀져(Barr & Higgins-D’Alessandro, 2007), 주변 환경이 종합적

으로 일관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친사회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친사회행동에 대한 자기효능

감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사회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감이라는 태도 요인보다 자기효능감 요인이 학교폭

력 상황에서 방어 행동을 더 강력하게 설명함을 밝힌 연구가 있고(Gini, 

et al., 2008), 자기 효능감 즉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

념이 행동 수행을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Ajzen, 2002). 우리

나라의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을 예측하는데도 자기효능감이 주요 영향 요

인임이 확인되었다(진은설, 임영식, 2008; 이혜정, 2012).

친사회행동 의도는 친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수행 의향을 의미하는

데, 친사회행동을 수행하기 직전의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동의 친사회행동에 대한 태도는 친사회행

동 이후 자신이 기대하는 보상을 충족하는지, 친사회적 행동을 부추기는 

내적·외적 유인 동기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내·외적 유인 

동기는 친사회행동을 스스로 하는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지에 따라 나뉘

어진다고 밝혀졌다(윤지영, 송현주, 2013). 또, 자율적인 행동 동기는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 태도를 가질 때 증진된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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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있다(이지연, 장형심, 2015). 

이상을 통해,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이를 증진 시

키는 개인 외적 요인들뿐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 청소년기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아동 ․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

들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3) 친사회행동과 부모 변인 

아동·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개인 변인

과 가족, 친구 및 학교를 포함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Vasta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대한 

부모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개인 변인과 친구 및 학교 변인을 살펴본다. 

첫 번째 변인은 친사회행동의 모델이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

이들은 다른 사람의 친사회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모델링하여 친사

회행동을 배워나가게 되는데, 특히 부모의 친사회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다. 즉,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부모와 유사한 가치관

과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TV나 책에서 주인공의 이타적 행동은 

아동의 친사회행동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가 없었지만, 부모 일상생활 중 

행동은 아동의 친사회행동을 증진시켜 모방학습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다. 또, 이타적인 아동이 가족 응집성이 높고 조화로운 성장 환경을 

가지며, 가족 구성원간 분노, 공격,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지적이며, 문화적인 활동을 강조하

는 가족에게서 높은 것이 밝혀졌다(Ma & Leung, 1995). 부모의 친사

회행동을 높게 지각한 아동의 친사회행동 수준이 더 높았고(김경연, 하

영희, 1998), 부모와의 동일시가 아동의 친사회행동 발달의 최초의 방

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연진영, 1983).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이타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모델 역할을 할 때, 아동이 친사회행동을 더 하게 되고

(Hoffman, 1975), 아동의 친사회행동 발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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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부모 모델이라고 하였다(조순옥, 1985). 이를 통해, 친사회행동 

모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친사회행동은 증가하며, 그러한 행동

을 모방하는데 있어 부모 모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친사회행

동 발현을 위해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친사회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

화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변인은 부모의 지지이다. 아동 ․ 청소년기에 들면서 아이들

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정

옥분, 2003). 부모의 지지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Cobb, 1976),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기초

가 되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장지우, 

2005). 지지적이고 자유로우며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친사회행동을 더 많이 하고, 도덕적 이슈에 있어 친사

회적인 도덕추론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Janssens & 

Dekovic, 1997). 또,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고,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발달 및 문제 행동의 감소에도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져 있다(이경주, 1997).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로 

자녀를 기르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기본으로,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변인은 부모의 결혼갈등이다. 부모의 정서상태는 자녀의 전

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경험

은 인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결혼갈등은 자녀의 사

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적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결혼갈등은 아동 ․ 청소년의 공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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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적응을 유발하고(Davies & Cummings, 

1994),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

혀졌다(임형아, 2004). 따라서, 부모들은 결혼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는 없지만,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자녀에게 고스

란히 전달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변인은 자녀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다. 친사회적 도덕

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이란 자기 자신의 소망이나 욕구를 충

족시킬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필

요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상황에서 발현되는 추론을 

말한다(Eisenberg, 1979). 도덕추론의 발달의 수준은 인지발달 수준과 

연결되는데,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감정

을 느낄 수 있는 탈중심화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성숙해진다. 자신의 쾌

락을 중심으로 추론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요구를 중심으

로 추론하는 청소년에 비해 또래에게 도움행위를 덜 하고 덜 관대하였다

(Carlo et al., 1996; 이옥경, 이순형, 1996). 이처럼 성숙한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

성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

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주제로 자녀가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해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변인은 공감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적 경험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정서적으로 대리 반응하는 것으로(Bryant, 1982),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

태를 의미한다(Rogers, 1975). 공감적 감정은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인 상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Hoffman, 1984), 공감정서가 높을수

록 친사회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고(장범권, 2000), 공감 수준이 높은 집

단의 아동들이 친사회행동을 더욱 많이 하며(이경주, 2002), 공감이 유

발되면 공감이 유발되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

이 한다(양성은, 1994). 그리고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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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행동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성희, 1996). 자

녀가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부모는 생활 속에서 자녀를 공감하는 태

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녀는 자신이 공감받았을 때의 정서를 

기억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타인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변인은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

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

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Rosenberg, 1965). 이는 인

생 전반에 걸쳐 발전되는데,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발달의 결정적 시기

로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이 시기에 결정된다(고은경, 2004). 자아존중

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보다 대체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내적통제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친구가 많고, 부

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박정묘, 1996),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더 잘한다고 밝혀져 있어(Brown & Mankowski, 1993), 자아

존중감은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를 가치롭게 여길 수 있도록 생

활 속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변인은 친구의 친사회행동이다. 아동 ․ 청소년기에 들어서

면서 각종 생활의 원천을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가게 된다. 아동 ․ 청소년

들은 친구 관계에서 다양한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친구집단

의 가치체계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며, 또래로부터 배척 받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그 결과 친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또래집단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따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모델링만큼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친구의 모델효과이다(Hoffman, 1975). 친구가 친사회

행동을 많이 하고 규칙위반 행동을 적게 한 집단의 아동들이 친사회행동

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김경연, 하영희, 1998), 관계가 보통인 친구보

다는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

라,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들이 친사회행동의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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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고, 자녀가 친사회적인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

공할 필요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변인은 친구의 지지이다. 아동기를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

가 가족에서 친구로 더욱 확대되는데, 아동 ․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에 

의해 자아정체감을 발전시켜가며, 이 정체감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지지

해주는 타인들을 선택해 나가기 시작한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

의 바람직한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구의 정서적 지지

가 높을수록 친사회행동이 증가한다(장지우, 2005; 하영희 & Edwards, 

2004). 반대로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행동문

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구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

은 아동들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획득하고, 심리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Ladd et al., 1996). 자녀의 친사회행

동 발현을 위해, 부모는 자녀의 친구들이 자녀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지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를 지도하

고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 번째 변인은 교사의 지지이다. 아동 ․ 청소년에게 부모와 친구

만큼 중요한 요인은 학교이다. 특히, 교사는 아이들의 지적 성숙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이상

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신애현, 1998). 교사가 청소년

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되고(이경주, 

1997), 교사가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

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져 타인에게 해로운 공격성을 적게 하고 

친사회행동을 많이 한다고 밝혀졌다(김명숙, 1995; 하영희, Edwards, 

2004). 이로써, 부모는 자녀의 교사와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 자녀와 교

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교사로부터 정서적 지지

를 받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이다. 학교생활 만족도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갖는 선호 감정으로서, 학교에서 느끼는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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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호의적인 혹은 비호의적인 느낌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김대성, 

2006). 아동 ․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환경에서 보내므로 

학교생활의 만족이 학생들의 만족감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

소년의 가출원인 중 주요한 요인으로 학교생활의 불만족이라는 것이 밝

혀졌고(권윤아, 1997), 학교생활만족도와 친사회행동이 정적 관계가 있

음이 밝혀졌다(하영희, 2001).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

이 도덕적·음성적·물질적·공격적 문제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조윤정, 2000).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

록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한 번째 변인은 학업성적이다.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이 학

업성취도가 높았고,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싫증을 느껴 학

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여 비행의 가능성이 증진된다고 밝혀져 있

다(이영숙, 1994). 성적으로 인한 경쟁적 분위기는 친사회행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적에 대한 무관심 역시 친사회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해당 학년에서 기본

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업에 

대해 자녀에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반대로 학업성적의 중요성을 아예 

등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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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역량모형

1) 부모역량의 개념

‘역량’은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에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

이 요구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용어이다. 역량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능력으로, 전통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살면서 습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능력 및 경험을 통한 내재적 특성(McClelland, 1973)’, 

‘특정 상황에서 성과를 내는 동기, 특성, 자아개념, 지식, 기술 등의 개

인의 내재적이고 지속적인 특성(Spencer & Spencer, 1993)’또는 

‘개인이 가지는 내적특성으로 성과 기준에 근거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 및 개발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관련 지식, 기술, 특성들의 통

합(Parry, 1996)’으로 정의되어 진다. 최근에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개인이 성공적인 수행

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하는 어떤 특징(HRD 용어사전, 

2010)’, ‘한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 능력을 예측하기 위해 삶에서 요

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유현

숙, 2003)’,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된 능

력(소경희, 2006)’이라 정의되고, 지식, 기능, 사고 유형, 정신자세, 사

고방식 등을 포함한다. 

역량은 능력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과업을 해내는 총체적인 

특성이며(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장혜진, 이정림, 윤은

주, 김해인, 2013),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 지식, 기능뿐 아니라 보이지 

않은 동기, 태도, 수행, 자아개념 등 수행의 배경이 되는 잠재력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역량이란, 어떠한 업무에 대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능력으로 교육을 통해 양

성 및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은 환

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므로 길러지고 학습되며(윤정일 외, 



- 19 -

2007), 역량의 발현은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관련된다. 다양한 현상이

나 문제에 대응하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포함한 

총체가 역량이므로,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요구가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이재분 외, 2009). 

최근 역량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

교육, 훈련 분야, 성인교육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부모교육에서

도 양육 역량을 포함한 부모역할 수행 능력으로서의 부모역량(이명순, 

김종운, 2014; 정계숙, 최은실, 2013; 이경화 외, 2008)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양육 역량을 부모역량이라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부모 자신의 성장 및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능

력까지 포함한 관점으로 부모역량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김지현, 

2018). 부모역량을 현대사회의 특징에 따라 자녀 양육자이자,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갖는 성인으로서의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

적 의미로 제안하기도 한다(정계숙, 최은실, 2013). 

부모역량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부모역량의 구성요인 역시 학자마

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양육 역량을 부모역량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부모역량의 구성요인

으로 보고 있다. 학자들마다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육 역량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에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역량까지 포함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생 부모역량의 

하위요인에서 양육 역량은 발달 특성에 따른 자녀 이해, 부모-자녀 소

통, 양육 효능감, 민주적 양육태도, 학습지원을 포함하였고, 자기체계 역

량은 자기주도성, 자기조절력, 자기성장, 자기이해를 포함하며, 사회적 

역량은 인적자원 및 정보 활용 능력, 부모 소모임 활동 참여로 구성하기

도 하였다(김지현, 2018). OECD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를 

사는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자신의 성장과 관련된 심리 내적 

건강성인 자기체계 역량을 제안하였는데(Rychen & Salgani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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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모의 역량을 양육 역

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하고(정계숙, 최은실, 2013), 

이 구성요인들이 학령기 자녀 부모에게 핵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모

역량이라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김지현, 2018).

이상을 종합하면, 부모역량은 크게 자녀 양육 역량, 부모 자신의 성

장을 위한 역량, 사회적 관계성 측면의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

위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양육 역

량은 역량 개념에 양육의 개념이 더해진 개념으로, 자녀가 건강한 심신

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긍정적

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역량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 요인이다.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지식, 훈육 기술, 부모 자신

에 대한 유능감 및 효능감으로 정의되기도 하고(박현숙, 구현영, 2010),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동기, 지식, 기술로 구성된다고 하기도 하며

(Turnbull & Turnbull, 1997), 부모가 갖추어야 할 내용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양육기술, 사회인지 기술, 자기통제,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사회적 기술로 구성하기도 한다(Azar & Loding, 1998). 또, 부부간의 

관계, 가족 영향,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자녀의 기질이나 상황

을 고려한 관계성을 포함하기도 하고(Reder, Duncan & Lucey, 

2003), 발달 특성에 따른 자녀 이해, 부모-자녀 소통 능력, 양육 효능

감, 민주적 양육 태도, 학습지원으로 구성하기도 한다(정계숙, 김정혜, 

김미정, 2003). 

양육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사

회관계를 포함한 부모역량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고,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녀 발달 특성에 따른 

자녀 이해 능력으로 자녀의 발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 능력을 의미

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능력으로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셋째, 양육 

효능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다양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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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양육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민주적 

양육태도로 자녀의 감정,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학습지원으로 자녀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필

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자기체계 역량이다. 이는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부모의 

선행 과제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것으로(전우경, 2010), 부

모의 신념, 가치관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류왕호, 1997), 부모

의 내적 성장은 부모로서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 자녀의 변화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김지현, 2018). 따라서 부모는 자기관리, 자기성장을 통

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 발달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정계숙, 최은실, 2013).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관리 기술, 내적 

정서의 변화 및 성장, 부모의 자신감 및 장점 개발하기, 부모 자신의 내․

외적 성장(김영순, 김종남, 2012; 김미나, 박성미, 박명화, 1999; 정계

숙 외, 2003), 적극적 대처행동 습득, 주체적 삶을 사는 능력 향상 등과 

같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의 개념(권종희, 서인해, 

2008; 손유니, 2002)과 유사한 맥락이다. 부모의 올바른 자기 인식 및 

자기 이해와 적절한 타인과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 나아가 

부모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정계숙 외, 2014). 또한, 부모로서 긍정적 자기인식 가지기와 같은 

자기관리 및 자기이해(박찬옥, 이은경, 2013; 조형숙, 김명하, 2013)를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 나아가 부모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량이다(정계숙 외, 2014).

셋째, 부모의 사회적 역량이다. 이는 OECD DeSeCo에서 제시한 생

애 핵심역량 중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

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에 해당

한다(OECD, 2005). 오늘날의 사회에서 부모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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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이는 필수적인 역

량으로 여겨진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

계에 대한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반응과 대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Azar, Lauretti, & Loding, 1998; Rychen & Salganik, 2003)에 대

한 역량이고, 각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여 이를 활용

하는 특수성을 지니는 개념을 가진다(정계숙 외, 2013).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을 아래 <표 Ⅱ-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부모역량을 양육 역

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긍정적 양육능력, 자기성

장 및 자기결정 능력,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 기여 능력, 자기

이해 및 대인관계 능력 등의 역량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Ⅱ-1> 부모역량의 구성요인

구성요인 내 용

양육역량

자녀가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능

력으로 부모역량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

자기체계역량
자기관리, 자기성장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 발달시키는 능력

사회적 역량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 및 효율적인 반응과 대처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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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역량모형 개발

역량모형 개발은 역량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역할이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량을 규명하는 과정으로(정재삼, 장정

훈, 1999), 역량모델링의 산출물인 역량들의 집합을 역량모형(compete

ncy model)이라 한다(Lee, Park, & Yang, 2010; Spencer & Spenc

er, 1993; 이동희, 2006). 역량모델링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데, 역량을 확인하고 역량모형을 만드는 3가지 주요 접근법은 다음과 같

다(Dubois, 1993). 

첫째, 변형된 과제분석 접근법(Modified Task Analysis Approac

h)은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역량으로 규정하며, 실제 많은 직업의 과제 

중심적(Task-oriented) 활동의 묘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다. 비구

조화된 직무보다는 구조화되고 구체적인 직무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

어,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Dubois, 

1993). 둘째, 주요특성 접근법(Critical Trait Approach)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고성과자가 지니는 것을 역량으로 규정하고, 고성과자들

의 지능(intelligence)이나 개인적 특성(personality)을 근본으로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Lagan, 1997). 즉,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내적특성들이 강조되며, 현재 직무의 필요역량을 찾기보

다 상대적으로 장기적 가치와 지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접

근법은 관리자나 경영자들의 역할과 같은 추상적인 업무에 대한 역량 추

출에 더욱 유용하다(Dubois, 1993). 셋째, 상황 접근법(Situational Ap

proach)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접근법에 비해 통합적이고 절충적인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사전조사를 통해 직무의 구체성 여부, 직무의 기존 

조직 내 존재 여부, 그리고 연관 직무에 대한 역량분석작업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사용할 방법론과 기법을 결정하게 된다(Dubois, 1993).

역량 추출을 위한 접근방식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

ottom-up)' 접근법으로 구분된다(이재경, 2002; 김현주, 2003). 하향

식 접근법은 기업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하는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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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이재경, 2002), 조직이 현재와 미래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타 회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역량 유형을 분석수준의 세

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인 수준의 세부적 역량 요건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김현주, 2003). 상향식 접근법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자의 모범

행동 사례 분석을 통해 역량모델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으로(이재경, 20

02), 실제 현장에서 현재와 미래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지표들을 추

출하여 조직별 개인역량과 조직 공통의 핵심역량(common competency 

or core competency), 개인역량과 조직역량을 연계해 주는 역량(mana

gerial, leadership & proces competency)을 밝혀 최종적으로 조직 

차원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을 규명하는 접근법이다(김현주, 2

003).

부모역량에서는 부모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부모의 내적특

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녀교육이라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제 자녀교육 상황에서 모든 부모

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밝히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주요

특성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고성과자 즉, 자

녀가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내적특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인재의 선발, 교육, 평가의 방법으로 ‘역량’의 개념이 활용되면서, 

다양한 역량 도출방법과 절차가 제시되어 왔다(Spencer & Spencer, 1

993; Lucia & Lepsinger, 1999). 행동사건면접, 초점집단회의, 델파이

조사, 과업 기능분석, 역량사전, 데이터베이스, 다면평가 등이 역량 도출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역량 도

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역량 도출방법은 행동사건면접

(Behavior Event Interview, BEI)이다(McCleland, 1998). 이는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우수 수행자와 평균 수행자의 성공 경험과 실패경험을 

수집하고, 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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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교육학 기반의 역량 연구는 선발이나 평가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수 수행

자에게 요구되는 총체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데 보다 관심이 있으며, 이

러한 이유로 평균 수행자보다 우수 수행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점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Mareli, 1998). 하지만, 최근에는 행동사건면접이 개

인의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왜곡될 수 있고, 인터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단점에 따라, 다양한 역량 도출방법을 함께 활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

다(Baret & Depiner, 1991; Martin & Pope, 2008).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BEI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부모의 

성공 경험과 실패경험을 수집하고, 부모가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돕

기 위해 요구되는 총체적인 역량을 파악한다. 

두 번째 역량 도출방법은 초점집단회의(Focus Group Interview, F

GI)이다(Spencer & Spencer, 1993). 이 방법을 통해 BEI에서 수집된 

내용을 보충하고, 짧은 시간에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FGI는 기본

적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신경

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4).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

자 서로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

해 보다 통합적 견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미옥, 2007; 김

성재 외, 2007). 이러한 방법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경

험들이 논의되고 종합될 수 있도록 하므로, BEI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

어 FGI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역량 도출방법은 델파이(Delphi) 조사이다(Spencer & Spe

ncer, 1993; Lucia & Lepsinger, 1999). 이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도

출된 역량모형이 해당 맥락에서 타당한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려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설문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직관적 판단’을 정형화하는 방법이다. 의사 결정에서 정

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

다’는 계량적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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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결정 논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BEI와 

FGI를 통해 도출된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여러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

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역량모형 개발 연구들의 절차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나 역

량 추출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역량 연구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

부분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특히 BEI나 FGI 등의 자료수집을 통

해 역량을 추출하고 역량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유사한 역량들을 유목화

하여 역량군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사하게 사용되

고 있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1)자료수집 단계, 2) 역량 추출 

및 모형개발 단계, 3) 타당성 검토 단계, 4) 최종 수정 및 모형완성 단

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역량모형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하여 다음 

<표 Ⅱ-2>와 같이 제시한다. 

<표 Ⅱ-2> 역량모형 개발의 일반적 절차

역량모형 

개발절차

Spencer & 

Spencer

(1993)

Lucia & 

Lepsinger

(1999)

KEDI

(2004)

OECE 

DeSeCo

(2005)

자료수집

수행의 

성공기준 정의

문헌분석 및 

자료분석

문헌분석 및 

자료분석

문헌분석

준거집단 선정
역량개념 

정교화

자료수집
1차 국제 

심포지엄

역량추출 및 

모형개발

자료 분석 및 

역량모형 개발

역량추출 및 

역량모형 개발
역량추출

핵심역량 

추출

타당화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
2차 국제 

심포지엄

최종모형

완성
모형의 적용

진단도구개발 

및 

질관리체계개발

진단도구개발 

및 

질관리체계개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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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 ․ 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의 역량모형

을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전적 

역량모델링 절차(Spencer & Spencer, 1993)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일부 단축형 역량모델링 절차(Lucia & Lepsinger, 1999)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크게 역량모형개발과 역량모형 타당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역량모형개발 단계에서는 역량모형 초안 도출, 1

차 역량모형 정리, 최종 역량모형 확정을 거치고, 역량모형 타당화 단계

에서는 개발된 역량모형의 교차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동사건면접(BEI)을 진행하여 역량모형 초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학

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 중 아동 ․ 가족 ․ 교육

을 전공한 부모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회의(FGI)를 실시하여 역량모형 초

안에 대한 정의와 행동지표 등을 검토하고 각 역량별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1차 역량모형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1차 

역량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아동 ․ 가족 ․ 교육 전문가 패널들에게 델파이

(Delphi) 조사를 통해 검토받아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 역량모형을 확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역량모형을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설문을 실

시하여 역량모형의 교차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도식

화하여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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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

행동사건면접(BEI) ⇒ 역량모형 초안 도출

↓

초점집단회의(FGI) ⇒ 1차 역량모형 정리

↓

델파이(Delphi) 조사 ⇒ 최종 역량모형 확정 

↓

부모 설문 조사 최종 역량모형 타당성 검증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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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연구절차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역량모형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21인을 대상으로 행동사건면접(BEI)을 1대 1로 진

행하였다. 아이들의 친사회행동 평정은 담임교사로부터 응답받았는데, 

친사회행동 점수가 상위 10% 내에 속하는 아이들을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로 정의하였다(Boone, 1985). 아이들의 친사회행동은 

Eisenberg(1989)가 사용한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수연(1995)이 

번안한 척도와 Rushton, Chrisjohn과 Fekken(1981)의 이타성 자기보

고식 검사를 참고한 이숙정(2001)의 척도와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청소년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기초로 한 이승미(2006)의‘친사회적 행

동’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행동의 하위요소 협

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위안하기), 돕기의 내용으로 총 20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는데,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4문항을 삭

제하고 최종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점

에서 80점의 분포를 보였고,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친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초 ․ 중등학교의 담임교사 

12명으로부터 총 324명의 학생에 대한 친사회행동 점수를 수집하였고, 

이 중 상위 10%에 속하는 아이들의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중 연구참여에 동의를 한 부

모 21명을 대상으로 BEI를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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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BEI 대상자 특성(N=21)

참여자 성별 연령 자녀성별 자녀연령(학년)

1 남 44세 여 8세(초1)

2 여 43세 여 8세(초1)

3 여 39세 여 11세(초4)

4 남 47세 남 13세(초6)

5 여 45세 남 13세(초6)

6 남 45세 여 14세(중1)

7 여 45세 여 14세(중1)

8 여 38세 남 15세(중2)

9 여 49세 남 15세(중2)

10 여 49세 남 16세(중3)

11 남 47세 여 16세(중3)

12 여 45세 여 16세(중3)

13 여 48세 여 17세(고1)

14 여 48세 남 17세(고1)

15 여 46세 남 17세(고1)

16 여 48세 남 18세(고2)

17 여 49세 여 18세(고2)

18 남 53세 여 19세(고3)

19 여 54세 여 19세(고3)

20 여 48세 여 19세(고3)

21 여 48세 남 19세(고3)

부모가 동일해도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교사에 의해 친사회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된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시

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을 진행하였다. BEI는 인터뷰대상자가 인터뷰에

서 다루는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느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독려하고 주목하면서, 자연스럽게 

역량을 드러나게 하는 심층인터뷰 기법이다(Spencer & Spencer, 

1993). 본 연구에서는 Spencer와 Spencer(1993), Lucia와 

Lepsinger(1999)가 제시한 과정과 질문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역할,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역량, 성공과 실패사례 및 요인, 현재 필요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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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의 대표적인 예

는 아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BEI 질문지

질문 요소 질문 내용

역할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요?

중요역량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모역량

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성

공

사

례

상황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이끄는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

었나요?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었나요?

과업
그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였

나요?

행동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실

패

사

례

상황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이끄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

었나요?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었나요?

과업
그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였

나요?

행동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결과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필요역량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하는 부모역량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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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

지고 있는 행동 특성들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교

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역량관련 연구를 6년 이상 수행한 전문가 1

인과 함께 정리하고 유목화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역량모형 초안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역량모형 초안을 바탕으로 1차 역량모형을 정리하기 위

해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중 아동학, 교육학 

등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부모 6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회의(FGI)

를 진행하였다. FG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FGI 대상자 특성(N=6)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자녀성별 자녀연령(학년)

1 여 43세 교육학 석사 남 17세(고1)

2 남 50세 교육학 박사 여 17세(고1)

3 여 50세 아동학 박사 남 16세(중3)

4 남 42세 교육학 석사 남 16세(중3)

5 여 49세 교육학 석사
여 15세(중2)

남 17세(고1)

6 여 42세 아동학 박사 남 12세(초5)

FGI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담은 역량모형 자료를 얻는 데

에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기에 기대 

이상의 자료수집이 가능하고, 비교적 단시간 안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양의 구체적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ughn, 

Schumm, & Sinagub, 1996). 6명의 부모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약 

2시간 30분 가량 FGI를 진행하였다. 진행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모두가 볼 수 있는 벽에 역량과 행동지표를 메모지에 적어 

붙이고, 자유롭게 역량과 행동지표의 타당성, 역량분류 등에 대해 의견

을 인터뷰 참여자끼리 서로 주고 받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새로운 의견



- 33 -

이 나올 때마다 벽에 붙어있는 역량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수정된 내

용은 빨간 글씨로 메모에 덧붙이기도 하는 등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수

정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된 구체적인 질문의 대

표적인 예는 아래 <표 Ⅲ-4>와 같다.

<표 Ⅲ-4> FGI 질문지

연구 참여자들은 역량 분류와 관련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

였고, 제시된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

다. 이를 통해 역량모형 초안을 보완하여 1차 역량모형을 정리하였다. 

세 번째로, 최종 역량모형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도 검토를 수행하고

자 교육학, 아동학, 가족학 등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

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패널 13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는 델파이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조사 대

상자들이 대면조사 방식을 갖지 않고도 의사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델파이 기법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2〜4회의 질문을 보내어 응답을 확보하며, 각 질문지는 개

별 응답자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최윤미, 2002). 이와 같

은 과정속에서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재

질문 요소 질문 내용

역량

하위 행동지표를 잘 포함하는 역량명인가요?

역량명이나 역량정의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역량의 유목화가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추가되어야 할 역량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통합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역량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지표

역량을 표현하는 행동지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잘 설명된 행동지표는 무엇인가요?

행동지표 중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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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으로써 질문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되는 

것이다(Anderson, 1997; Murry& Hammoms, 1995; 김병성, 1996).

참여하는 패널들은 전문적이고 직관적인 의견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

출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아동 ․ 청소년, 부모 및 친사회성을 연구하는 전문가 패널을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선정하였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면서 역량 관련 연구를 5

년 이상 수행한 전문가 3인, 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지면서 친사회성 관련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가 6인, 그리고 아동 및 가족학, 교육학 박

사학위를 가지면서 부모 관련 연구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가 4인이다.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Ⅲ-5>와 같다.

<표 Ⅲ-5> 델파이 대상자 특성(N=13)

참여자 성별 소속 직책 학력 경력

1 여 교육관련 기관 연구원 교육학 박사 7년

2 남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12년

3 남 대학교 연구원 교육학 박사 19년

4 여 고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24년

5 여 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17년

6 여 대학교 교수 아동학 박사 16년

7 여 연구소 연구원 가족학 박사 7년

8 여 교육관련 기관 연구원 아동학 박사 14년

9 남 연구소 연구원 교육학 박사 5년

10 여 대학교 교수 교육학 박사 5년

11 여 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8년

12 남 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5년

13 여 대학교 강사 교육학 박사 6년

1차 역량모형의 타당도 검토를 위한 델파이 조사는 총 2회를 진행하

였다. 응답방식은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적합하지 않다(1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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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매우 적합하다(4점)’로 역량 및 행동지표의 명명, 정의, 분류 타

당도 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낮은 것을 의

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개방형 

문항을 만들어 역량정의와 행동지표 등에서 수정, 추가, 삭제, 보완 등 

다른 제안이 있다면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

가자간일치도(inter-relater agreement, IRA)를 활용한다. CVI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8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Davis, 

1992). 이를 통해 연구자가 삭제해야 할 문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IRA는 타당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일치도를 나타낸 값으로 전

문가들의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평정값 1(‘전혀 

그렇지 않다’)과 2(‘그렇지 않다’)를 합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응

답한 집단’과 평정값 3(‘그렇다’)과 4(‘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타당하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일치 

여부를 측정한다(Grant & Davis, 1997; Lynn, 1986; Rubio et al., 

2003). 평가자 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수를 전체 항목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8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있다고 한다

(Rubio et al., 2003). 평가하는 전문가가 5명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

는 각 항목의 CVI가 .8 이상인 것은 1로 간주하여 값을 산출한다

(Lynn, 1986).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이 총 13명이었으므로 CVI가 .8 

이상인 것은 1로 정리하여 IRA를 산출하였다. CVI와 IRA를 통해 타당

도가 결여된다고 판단된 행동지표들은 삭제하고 전문가 패널의 추가의견

을 1차 역량모형의 역량과 행동지표에 반영하여 자녀 친사회행동 발현

을 위한 부모의 최종 역량모형을 확정하였다. 

네 번째로, 개발된 최종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초 ․ 중

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역량모형의 행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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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설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

여 초 ․ 중등학생의 부모에게 배포하여 10일간 응답을 수집하였다. 응답

을 수집하는데에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기법을 사용하였

다. 이 기법은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이다. 이 표집은 주로 심층적이

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민감한 주제(예: 성적인 습관, 사별의 경험 

등)를 다룰 때 사용되며, 분명한 표집틀이 없고, 최선의 표집선택의 방

법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어지는 곳에서 이용된다(사회학사전, 

2000).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 

하므로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문항임에 따라 이 표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총 629명의 부모가 응답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본인의 수행 정도를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총 629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56명을 제외하고 573명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응답 시 자녀 중 

1명만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녀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

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

의 배경정보는 아래 <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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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설문응답자의 배경정보(N=573)

단위: 명(%)

변 인
부모 성별

합 계 총 합
남 여

연령

30대 31(5.4) 45(7.9) 76(13.3)
573

(100)
40대 215(37.5) 253(44.2) 468(81.7)

50대 16(2.8) 13(2.3) 29(5.1)

교육 

수준

고졸 1(0.2) 3(0.5) 4(0.7)
573

(100)
대졸 287(50.1) 260(45.4) 547(95.5)

대학원 이상 13(2.3) 9(1.6) 22(3.8)

자녀 

성별

남 136(23.7) 154(26.9) 290(50.6) 573

(100)여 97(16.9) 186(32.5) 283(49.4)

자녀 

학교급

초등 115(20.1) 174(30.4) 289(50.4) 573

(100)중등 101(17.6) 183(31.9) 284(49.6)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측정 문항들이 

초등학생의 부모와 중등학생의 부모에게 동일한 역량을 측정하고 있는지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

인분석(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집단 

간 요인구조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집단 간 잠재요인 평균을 비교하며, 

특정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에 활용된다(윤지영, 2011). 

부모역량모형의 타당도 검증은 SPSS 25.0과 Amos 21.0 프로그램

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부모역량모형의 전체 문항에 대

한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문항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을 산출하여 척

도의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자녀의 학교급에 따

른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38 -

IV. 연구결과

1. 부모역량모형 개발 단계

1) 행동사건면접(BEI)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BEI를 

실시하여 그들의 행동특성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교육학 박사수료 후 역량 분야에서 6년 경력이 있는 역량 전문가 1인과 

연구자가 함께 내용을 분류하고 유목화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총 34개 

행동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정적 행동

‘애정적 행동’은 자녀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

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행동특성이었다. 안아주기, 마중나가기, 스킨십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부모들은 평소의 자녀에 대한 애정적 행동이 자녀를 교육하거나 훈육할 

때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공통적으

로 말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

녀에게 애정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정적 행동

의 예시를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집은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면 죄다 하던 것을 멈추고 현관 앞에 나

가요. 강아지가 주인 마중 나가듯이요(웃음). 굳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이만큼 아낀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를 이렇게 반겨주는 것 만큼 서

로한테 애정을 표현하는게 있을까 싶어요. … 우리 아들은 엄마가 뭐라고 

말해도 기본적으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이유없이 비난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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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아니깐, 교육이 좀 수월해요.(고2 아들 엄마).”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딸 애를 아직

도 마사지를 해줘요. 애가 어릴 때 어디선가 아빠의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애 마사지는 꼭 해줬어요. 일 

때문에 제가 애 양육에는 거의 손을 못댔죠. 애 엄마가 다 했죠. 근데 그래

도 이것만은 꼭 했어요. 그래서인지 애가 지금 한참 사춘기인데, 스킨십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말한마디보다 스킨십으로 더 마음을 전하고 그

런 부분이 있어요. … 괜히 이때는 말 잘못하면 큰일나잖아요. 근데 다리를 

주물러줘가면서 ‘아빠는 니가 이런 모습은 조금 그렇더라’하고 말하면, 

애도 자기 생각을 말해요. 뭐 자기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중3 

딸 아빠).”

따뜻하게 말하기

‘따뜻하게 말하기’는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

하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

지고 있는 행동특성이었다. 부모들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며, 

응원하는 것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것이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인지하게되면 자녀에게 교육적

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였다. 따뜻하게 말하

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밖에 나가면 죄다 경쟁자들 뿐이잖아요. 어딜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겠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건 그런 것 뿐이니, 그냥 내가 해줄수 있는

거라도 잘 해주자 라는 마음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한없이 낮아져

도, ‘사람들이 우리 딸의 진가를 몰라보네’이 한마디면 애가 금방 회복돼

요. … 그러니깐 일단 우리 딸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부터 찾죠. 그래서 

양육이랑 학업적인 교육문제는 애 엄마가 다 맡아해도, 애의 생활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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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애가 보기에도 엄마보다는 아

빠한테서 더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웃음), 정말 자기(딸)를 생각해서 

조언을 줄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죠(중2 딸, 아빠).”

“사랑해, 고마워 이 두 개면 사실 다 되는거 같아요. 저희는 애랑 서로 인

사처럼 ‘사랑해’라고 말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는 딱히 사랑해라는 말

에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웃음) 아무리 

나랑 오늘 감정싸움이 있었어도, 꼭 자기전에는 ‘잘자. 사랑해’하고 들어

가요(웃음). 항상 하루의 마무리는 해피하게 끝날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깐, 

애한테 해야할 말은 다 하는거 같아요(중2 딸, 엄마).”

공감

‘공감’은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 마음

의 문을 여는데 이 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녀

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고, 대화과정에서 자

녀에게 부모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녀에게 부모의 의견을 말할 때, 자녀에 대한 공감이 기반이 될 경우 

자녀와 더욱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공감의 예시는 다

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가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저렇게 

고민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나도 저 나이때는 저런 사소한 일에 죽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해줬죠. ‘야 진짜 신경쓰이겠다. 엄마도 

예전에 학교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는데~’하면서 공감을 해줬더니 

애가 ‘엄마도 그런 일이 있었어?’하면서 약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

는거 같더라고요(웃음). 애가 그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나서 ‘그래도 

친구들이 너의 이런 행동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거 같애. 이런 행동을 해

보는게 어때?’하고 말해주니, 애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맞을거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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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구요.(고1 엄마)”

“사실 청소년인 이 아이를 온전히 백퍼센트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얘랑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얘를 교육

하고 해야하니깐. 얘를 이해해보려고 무진장 애쓰는거에요. 애를 쓰다보면 

진짜로 공감이 될 때가 있기도 해요(중2 딸 엄마)” 

경청

‘경청’은 자녀의 말에 귀기울이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세심히 파악

하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부모 자신의 말을 하기 보다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부

모-자녀 관계 측면에서나 자녀교육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또, 자녀의 말을 경청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표정이나 행동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자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이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부모의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

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 같은 말을 하여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더 긍

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청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설거지하다가도 애가 무슨 말을 하면 고무장갑 다 벗고 식탁에 앉

아요. 애랑 얘기하려구요. 일단 마주보고 앉아야 애도 말을 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초4 딸 엄마)”

“사춘기가 되니깐 예전이랑 대화의 양도 적어지고 질도 달라졌거든요. 마

음같아서는 막 다가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한데, 그러면 싫어할거 같으니

깐. 그냥 잘~ 들어줘요. 그게 제 역할인거 같아요. 진짜 얘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는 것 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정말 잘 들어줘요 애 얘기는. 

애가 한참 얘기하고 일어날 때 종종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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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진짜 이상하네’막 그래요(웃음)(고3 아들 엄

마)”

“애랑 얘기할 때 애가 하는 말도 듣지만, 저는 걔 표정이나 말투, 눈빛, 

손짓 이런거를 다 봐요. 말 자체보다 그런데서 얻는 메시지도 적지 않거든

요. 한 번은 학원가기전에 집에서 잠깐 간식을 먹이고 있는데, ‘이것만 먹

고 나서야겠다 늦겠네’라고 제가 말했더니 되게 먹던 사과를 천천히 깨작

깨작 먹는거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학원 가기 싫어?’그랬더니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하는 거에요(초6 아들 엄마)”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원

활히 의사소통하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

의 부모들은 대부분이 자녀와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고 있었다. 부모

들은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들은 

갈등상황을 어렵고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

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 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또래관

계 및 사회관계에도 적용되어, 예컨대 공정함이 요구되는 갈등상황에서 

친구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모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는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

해결 의사소통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는 일단 둘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면 자동으로 누군가 먼저 ‘좀 

앉아봐’라고 말해요(웃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애가 싸가지없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부모라고 실수 안하는 사람 아니다, 부모도 얼마든

지 실수할 수 있다, 너희들 생각이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듯이 엄마 

아빠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다고 항상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불만이 있으면 바로 말해요 ‘아빠 좀 앉아보세요’그러는데... 가끔 좀 무

서워요. 내가 뭘 또 잘못했나(웃음). 근데 되게 도움이 돼요. 내 딴에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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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행동이 애한테는 이렇게 보였구나 싶어서(초6 아들 아빠).”

“일단 저희 가족 문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정해야해요. 저희 막내가 

6살인데 걔도 참여해야해요. 의무에요(웃음). 이번에 제가 애 고등학교 문

제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이에요. 일단 당사자인 딸이랑은 이야기를 

대충 해서 몇 군데를 추려놨고, 남편이랑도 대충 이야기 해보니 뭐 전적으

로 교육은 저한테 맡기겠다 하니 문제가 안되고. 근데 이제 하나 우리 막

내. 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 6살이라 생각할거 다하고 말할거 다하는

데, 얘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는거에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어서 막내의 

의견까지 수렴했죠. 좀 과한게 아닐까 생각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웃음). 

근데 우리 딸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서 그런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고, 지 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이사 후보군을 친절하게 설명하더라구요. 

물론 지가 가고 싶은 곳을 더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긴 했지만(웃음)(중3 

딸 엄마).”

여가생활 함께하기

‘여가생활 함께하기’는 자녀와 함께 여가생활을 하는 행동으로 학

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무리 바빠도 자녀

와 주기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와 관계도 돈독해지

고, 자연스럽게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또,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부모의 친사회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친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큰 장점

으로 꼽았다. 여가생활 함께하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어렸을 때야 진짜 애랑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 애가 크고 사춘기에 

접어드니깐 ‘아 이렇게 애랑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건가’싶은 생각이 드

는거에요. 애는 부모보다 친구랑 노는게 더 재미있고, 부모는 애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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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뭘 하고 지내는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고... 근데 또 이게 알고 싶

다고 다짜고짜 뭐하고 지내냐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게 애 중학교 

입학할 때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같이 정했어요. 애랑 

저희 부부랑 앉아서 회의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골프를 같이하기로 했

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6년 되가네요.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에 점심

을 같이 먹고 같이 골프치러 가요. 저는 골프치면서 애랑 진짜 많이 친해졌

어요. 애가 사춘기가 언제 왔었었나 싶을 정도로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애가 사춘기를 겪긴 한건지(웃음). 거기에 제 지인들이 많은 데, 그네들이

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회성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딸이. 어른

들이 남을 배려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고3 딸 아빠).”

“제가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강의도 많고 상담도 많고. 그래도 빠짐없이 

하는게 우리 아들 하교할 때 학교앞에가서 픽업해서 같이 간단하게 차나 

밥먹고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거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것도 안하면 애랑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전혀 없죠. 주말에도 일하느라 바쁘

니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꼭 해요. 애 학원 데려다주는거(웃

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연스럽게 알게 돼요(고2 아들 엄마).”

자녀 의견 존중

‘자녀 의견 존중’은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모두가 잘 지니고 있는 행동 특성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며, 

자신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자신이 주체가 되도록 하

는데 중요한 부모의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친사회행동이 필요한 다

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내적인 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녀 의견 존중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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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제 애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입이 막 

근질근질 하죠. 임마 너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큰일난다 말해주고 싶지만... 

일단 물어보죠. 왜 그렇게 친구한테 행동하냐. 그러면 이유를 뭐라뭐라 말

하잖아요. 첨엔 이게 뭔소린가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하고... 또 하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아 그럴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게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좀 더 이해하기가 힘든게 있어요. 근데 일단 존

중해줘요. 크게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가 안되는거면.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한 번 해봐라. 아빠는 근데 이렇게 생

각한다. 아빠 생각도 한 번 잘 고려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니 행동에 대한 

책임은 니가 져야한다. 말해주죠. 이걸 일관되게 쭉 해오고 있거든요? 요즘

은 애가 오히려 제발 아빠의 노하우를 속시원히 말해달라고 말해요. 지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거

죠(웃음).(중3 딸, 아빠).”

“학원이든 방과후 활동이든 저는 일단 무조건 애와 관련된 문제는 애한테 

결정하게 해요. 스스로 자기 문제를 결정해봐야, 다음에 다른 문제도 자기

가 현명하게 결정할거 같아서요. 제가 우선 바빠서 애 문제를 다 찾아서 못 

결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사실(웃음). 그래서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

가 뭔가를 결정할 때 꽤 다양한 걸 고려해서 결정해요. 뭐 딱히 제가 훈수

둘 것도 없이요(고2 아들 엄마)”

자녀 신뢰

‘자녀 신뢰’는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 자녀가 나름

대로의 생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였음을 믿고, 그 선택으로 인해 경험

하게 되는 여러 과정이 자녀를 성숙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

이들의 부모들은 이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을 꼭 필요한 것

이라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고는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자녀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가지게되는 기대나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녀 신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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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애니깐 기대하는게 왜 없겠어요. 제가 직업이 교사이기도 하고. 뛰어

난 애들을 많이 보니깐. 자연스럽게 걔들이랑 제 애가 비교가 되는거에요.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애는 걔들이랑 다른 애다. 비

교하지 말자를 수없이 되뇌이면서, 욕심을 많이 내려놨어요. 얘도 얘 나름

대로 자기 수준에서 잘하는게 있고 장점이 있는데, 지가 결정한거니깐 거기

서 또 배우는게 있겠지 하면서 마인드컨트롤 하는거죠. 그래서 사춘기 들어

가는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 못해서 애가 자기 이야기를 거의 저한테 안했

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톡을 막 보내와요. 볼래요? 

‘나 주말에 등촌동 갔다가 OO네 집에서 XX랑 셋이 하루 자고, 일요일 저

녁에 집에 올게. 모의고사 때문에 엄마가 걱정할거 같은데, 공부 계획은 내

가 다 세워놨어. 걱정안해도 돼.’ 거의 통보죠?(웃음) 아니 다음주가 모의

고사인데 지금 아이돌 쫓아다닐때냐고요(웃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잘하

는 건지(웃음). 그냥 ‘엄마는 너 믿어~’하고 톡 보내고 신경 껐어요(고2 

딸 엄마).”

“일단 애가 뭔갈 하면 다그치거나 훈수두지 않고, 지켜보죠. 뭐 급한것도 

없는데, 크게 위험한 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것만 아니면,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딱히 뭐 애가 잘못

한다고 생각하는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도록 살짝 도와

주는 정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정도를 질문해주는 정도에요

(초1 딸 아빠).” 

자녀 특성 이해

‘자녀 특성 이해’는 자녀의 성격이나 기질, 발달특성 등에 대해 

아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

의 특성을 대부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의 성격에 따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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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다르게 해야 하고, 연령에 따라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므

로 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공통적으

로 말하였다. 자녀 특성 이해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애가 셋인데 셋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할 때도 누

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말투가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딸인데도 

좀 무뚝뚝하거든요. 얘는 엄마가 막 애교떨고 이러는거 진짜 극혐해요(웃

음).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뺀 건조한 말투로 팩트만 딱 집어서 말하거든

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은 애교가 진짜 저 뺨쳐요(웃음). 그니깐 얘랑은 

본연의 제 모습으로 애교섞인 말도 하고 꽁냥꽁냥 하는게 있죠. 그래서 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 댁에 갔다가 오면서 제가 막내한테만 

‘할머니 사랑해요~ 해야지’했나봐요. 그러고 차타고 올라오는데, 첫째가 

‘나도 할머니 사랑하는데 엄마는 왜 막내만 할머니 사랑하는거처럼 말

해?’하더라구요. 아 저딴에는 첫째는 무뚝뚝해서 그런거를 싫어할거라 생

각해서 그런건데, 걔도 표현에 인색해서 그렇지 정이 많은 애라는걸 생각을 

못한거에요. … 뭐 바로 사과했죠. 미안하다. 엄마가 애가 셋이다보니 정신

이 없었다. 혹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너가 먼저 나서서 ‘할머

니 저도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면 안될까? 하고 말했어요. 대답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웃음). 어쨌든 애들 성격, 특성에 따라 

애 교육방법이 다 달라져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고3 딸 엄마).”

“제가 남자이고 애가 여자이다보니 제 말투가 좀 애한테 강하게 들릴때가 

있나봐요. 저는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더 부드럽게 말하라고 항상 

말해요. 아직 그걸 조절하는게 어렵기도 하고, 이게 여자애라고 더 부드럽

게 말하는게 맞는건가 싶긴 하지만, 일단 애가 상처받는다고 같은 성인 와

이프가 말하니깐... 조심하려고 하죠.(초1 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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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생활정보 파악

‘자녀생활정보 파악’은 자녀의 또래관계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는 것으로,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자녀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자녀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구인지, 자녀가 평

소에 자주 가는 곳이 어디인지 등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것이 교육이나 훈육을 하는데 참

고해야 하는 자녀의 성향이나 생각 등을 파악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 친한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해두면 자녀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자녀를 교육할 때 교육을 어떻게 해

야할 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자녀의 하루 일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자녀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녀를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하였다. 자녀생활정보 파악의 예시는 다음

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애가 좀 크니깐 제가 모르는 애의 모습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래

서 저는 일부러 얘 친구들 많이 불러들여요. 집에 전부 오라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애들 노는것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애들이랑 노는

지,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들이 있는지 파악이 되

죠. 그리고 애들이 좀 친해지면 제가 모르는 우리 애 얘기를 막 해줘요. 그

렇게 또 우리 아이의 모르는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되죠. 그럼 또 나중에 그

걸 화두고 애랑 또 이야기 할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선순환이 되는거 같아

요.(초4 딸 엄마)” 

자녀 속마음 파악

‘자녀 속마음 파악’은 자녀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고민이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등을 물어 파악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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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자녀와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

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자녀 속마음 파악의 예

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큰 애가 묻는다고 해서 뭘 얼마나 자세하게 자기 속을 말하겠어요. 그

것도 같은 성도 아닌 아빠한테. 근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훈계하면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냥 아니꼬울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최소한 내 너가 이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빠 생각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말이 좀 먹

힐 수 있는거에요. 그렇다고 애도 학교에서 힘들었을 텐데 퇴근하고 들어가

서 그 늦은 밤에 오늘 하루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물으면 서로 너무 진빠지

니, 퇴근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톡 보내서 물어보죠. 애 오늘 무슨 일 있었

냐. 별 일 없었냐. 그럼 와이프가 몇 개를 요약해주죠. 그럼 저는 고걸로 

집에가서 애랑 대화하는거에요. 너 오늘 이런 일 있었다며? 하면서(웃음)

(고3 딸 아빠).”

“애가 조금씩 크니깐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따라가기가 조금씩 힘들어

지는거에요. 밖에 갔다 들어오면 애들이랑 게임해야 된다고 바로 컴퓨터 탁 

키고. 이게 아들이니깐 조금 더 힘들더라구요. 엄마가 여자여서 대화 상대

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에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

지만(웃음). 그래서 저요. 애가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을 깔았어요(웃음). 

게임을 하려고 깔은게 아니고,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서로 주고 받아야만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걸로 애랑 대화할 거리를 만든거에

요. 아이템 하나 던져주면서 말 한번 걸어보고. 아이템 하나 받으면서 말 

한 번 하고 이렇게요. 하아... 말하고 나니깐 좀 비참하긴 한데...(웃음) 이

걸 포기하면 애랑 저랑 의 끊을 놓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초6 

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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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훈육

‘일관된 훈육’은 자녀에게 일관된 메시지로 훈육하는 것으로, 학

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부모의 권위를 위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들 모두 훈

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지만, 최대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부모들 대부분이 일관된 훈육은 자녀 교육 성

공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관된 훈육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기분이나 제 상황에 따라 애한테 좋게 말하기도 하고, 짜증내며 말할

때도 있고... 어쩔때는 이렇게 해라 했다가 어쩔때는 저렇게 해라 했다가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더라구요. 근데 애도 점점 크면서 어? 엄마 이상하

네? 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엄마가 

바쁘다고 이렇게 말하네? 이런게 쌓이니깐 애한테 제가 면이 안서는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애 앞에서 권위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훈육은 망한다는

거...(웃음) 애가 이걸 느낀다는걸 깨달은게 애 5살때인가... 였어요. 추운 

겨울날 출근시간이 늦었는데 애가 되게 밍기적 거리는거에요. 그것도 사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애가 밍기적 거리는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급하니깐 아

마 그렇게 느껴진거 같애요. 하여튼 급해서 경비실을 지나 주차된 차 쪽으

로 종종 걸음으로 가는데, 애가 경비아저씨한테 인사하면서 새로 산 장갑 

자랑을 하고 있는거에요. 아저씨는 또 애가 말하니깐 장단 맞춰주고 계시

고. 그때 제가 애한테 목소리를 좀 높였나봐요. 빨리 안오고 뭐하냐고. 그 

때 애가 차에 타서 했던 말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요. ‘엄마는 알 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이러는거 있죠. 그 이후로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애

한테 우습게 보이지 말자. 애보다 못한 엄마 되지 말자 하고요(고1 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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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 부부관계

‘지지적 부부관계’는 배우자와의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지속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모두 배

우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를 대하

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로서 역

할을 다하고 효능감을 가지는데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특히 중요하다

고 말하였다. 지지적 부부관계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랑이 진짜 존경할만한 인품이에요. 진짜 저는 신랑보고 이렇게 살지, 

신랑이 인품이 별로였으면 (시부모)안모시고 살죠. 못 모시죠. 신랑이 저 

힘든거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용기주고 해주니 저도 안좋은 감정들을 컨트

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에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한테 하는

걸 애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구나’하는 걸 배우니 이것보다 더 큰 교

육이 어디있나 싶고. 제가 참고 산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았다 싶고.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을 하늘에 감사하죠(중3 아들 엄마).”

“제가 사실은 되게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말도 그다지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신랑은 되게 정도 많고, 성취 이런

데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저를 막 변화시키려고 했으면 제가 이

렇게 변하지 않았을텐데, 제가 제 방식대로 아이를 대해도 아무 말 하지 않

고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그걸 오랜 시간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깨닫고 스스로 변하게 된거에요. 신랑의 방식이 훨씬 교육적이

구나. 내가 교사지만 신랑의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거죠. 신랑은 저도 

키우고 애도 키운 셈이에요(웃음)(중3 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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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관리

‘정서 관리’는 부모로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털어내려 노력하

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정서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

신의 부정적 정서를 털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

녀 교육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서 관리의 예시는 다음

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회사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요. 걸

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 땜에 화가 난거고, 이건 걸으면서 털고 들어가야 

되겠다. 걷고 들어가면 좀 기분이 나아져요. 제가 기분 나쁜걸로 가족들한

테 영향을 끼치면 안되잖아요. 특히 애들한테는 더더욱요. 사실 애들이 요

즘은 어른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텐데... 애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최소한 애보다는 나은 어른이 되어야 애한테 교육을해도 먹히죠.

(중1 딸 아빠)”

“저는 딴 거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

이 계시니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는 쉬운거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

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대로 자녀를 휘두르라 하지 않으셨거든

요. 열심히 기도해요. (초6 아들 엄마)”

솔직한 정서표현

‘솔직한 정서표현’은 자녀에게 부모의 정서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

기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너

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 보다 부모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부모 역

시 정서 관리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

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하였다. 부모들은 너

무 완벽하거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교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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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솔직한 정서표현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 행동이 진짜 정말 너무 이해가 안될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애가 파란

불에 칸이 몇 개 안남았는데 뛰지를 않고 천천히 걷는거에요. 아무리 뛰라

고 말을 해도 빨간불이 됐는데 끝까지 걷더라구요. 차들은 다 기다리고. 어

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는거에요. 그래서 길에서 제가 화를 막 냈어

요. ‘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느냐. 아무리 사람이 차보다 우선이라 

해도 사회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규칙을 어기는 너한테 저 사람들이 

배려해준 것이다’말했죠. 애가 자기는 학교에서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배웠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보호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고 담담하게 말을 하는거에요. 제가 얘의 이 차분한 

모습을 보고 순간 애보다도 내가 지금 못하구나 하는걸 깨달았어요. 얘 나

름대로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건데... 그냥 제 마음

에 들지 않는다고 애한테 쏴붙였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은 애랑 밖에서 

외식하면서 그 얘기를 한참 했던거 같아요.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옳

고 그르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에 대해서... 

애한테는 사과했죠...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묻지도 않고 화부터내서 미안

하다고(고3 아들 엄마)”

“여자애라 아무래도 남자애보다는 원하는게 되지 않을 때 찡찡거리는게 

있죠. 저는 남자형제만 있는집에서 자라서 여자애들 특성을 잘 몰랐어요. 

와이프 다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똑같은 애가 있는거에요(웃음). 안되면 

하지 말던가... 찡찡거리면서 하는게 너무 짜증이 나는거에요 제가. 그렇다

고 애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해서 심호흡 한 번하고 말했죠. 세상에 

니 마음대로 되는거 보다 안되는게 훨씬 많다. 니 친구들이 다 니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충분히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아빠는 싫다. 찡찡거리지 말고, 니 감정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을 해라. 아빠는 니가 찡찡거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

르겠다. 하고 정색하고 말했죠. 처음에는 애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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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제는 안그러죠. 아빠는 이런거 싫어하니깐, 아빠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빠와 소통하죠. 그렇게 아빠와의 관계맺는 과정에서도 

배우는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고3 딸 아빠).”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은 자신이 부모로서 올바르고 성숙한 행동을 했는지 

반성해보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모

두 자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성찰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녀

교육의 방향 재설정이나 자신의 행동 수정 등을 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특히 친사회성과 같이 자녀의 인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이 자

녀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 것

은 아닌지 등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기 반성의 예

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애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다 할 

때. 애가 그렇게 실제로 느끼건 안느끼건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혼자 자책좀 하다가...(웃음) 카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요. 

왜 그때 걔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따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 때 속으로 이 말

이 맞나를 한 번 되물어보고 내뱉어야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거에요. 처음

엔 되게 자괴감 들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진짜 이렇게 부족한가... 근데 

이젠 좀 자신한테 많이 관대해졌다 해야하나?(웃음) 또 잘못했구만? 이러

면서 반성하는거죠.(중3 딸 엄마)”

“제가 워낙 바쁘니깐 사실 애한테 뭘 신경써서 해주는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일관되게 아이교육을 하면서도 유지하고 있는지 반성

하는 정도? 그게 다에요. 애가 행복한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애를 

불행하게 하는 대상이지는 않는지.... 뭐 이런거죠. 최소한 나때문에는 불행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나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초4 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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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자녀에게 한 말은 꼭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교

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뱉은 말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자녀와의 기본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

로, 세상에의 신뢰로도 확대될 수 있고, 부모의 권위 인정과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언행일치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다보면 애 앞에서 ‘사람이 저러면 안되지’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

어서, 노인들이 고독사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딸 앞에서 ‘자식들이 어른들

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안돌보면 안되지. 저 세대 분들은 자식을 위해 삶

을 희생하신 분들인데. 꼭 내 부모가 아니어도 저 세대의 노인들은 공경받

아 마땅하다’라고 말했었는데, 한번은 시골에 갔다 오는 길에 대낮에 할아

버지 한분이 태워달라고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괜히 도움주려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선의가 도루묵 되는 경우가 많

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르신을 지나쳐 갔어요. 그랬더니 딸이 바로 그때 제 

말을 인용을 딱 하면서 왜 아빠는 말이랑 행동이 다르냐 이거에요. 참 나... 

할 말이 없죠 뭐. 말 그대로 애 앞에서 쪽팔린거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놓

고. 그 이후로는 뉴스볼 때 왠만하면 입 안열어요(웃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인가?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인가? 항상 생각하죠(중3 딸 아빠)”

정신건강 관리

‘정신건강 관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자신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정신상태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정신이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길 부모들은 원하고 있었고, 이것은 

특히 사회성이 발현되는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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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각각의 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생활 하기, 수다떨기, 운동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정신

건강 관리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이 힘들 때가 많죠. 그게 애 때문일 때도 있고, 남편 때문일 때도 있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애 때문에 마음이 힘들땐 애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

를 가진 엄마들이랑 수다를 많이 떨죠. 우리 애만 이런게 아니구나 저집 애도 

저렇구나 이게 일반적인 거구나 이런 안도감이 드니깐?(웃음)(중1 딸 엄마)”

“체력이 안되면 똑같은 일도 되게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진

짜 중요한거 같아요. 왜 옛날에 어른들이 몸과 마음은 연결돼있다 하잖아

요. 그걸 나이가 드니 이해하는거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걸. 그래서 애 학교보내놓고 운동부터 가요.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집

안이 평온하다는 사명을 가지고 운동가요 진짜(웃음)(초6 아들 엄마)”

“열심히 상담다녀요. 저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게 당연하듯이, 마음이 

아파도 병원을 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니고, 우리 딸도 

같이 다니고. 도움이 많이 돼요. (초4 딸 엄마).”

긍정적 관점 가지기

‘긍정적 관점 가지기’는 매사를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것

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변화를 예측하

기 어렵고, 하나의 답이 없는 자녀교육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끊임없

이 마주치며 성장해야 하는데, 이런 시대에 부모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프레임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긍정적 관점 가지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

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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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도 완전히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

고 이것저것 하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

이 된 것 같아요. 행복같은거 강연하는 것도 찾아 보고, 책도 읽고 해요.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힘내서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걸 우리 

딸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거 같아요. 딸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

는 애가 되다보니, 이제는 애가 어쩔때는 저를 위로하기도 해요. 그렇게 서

로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면서 얘는 얘대로 저는 저대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거 같아요.(초4 딸 엄마)” 

부모교육 받기

‘부모교육 받기’는 자녀의 발달에 맞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는 것인데,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컨텐츠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배운내용을 통해 자신이 부모로서 잘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도 하

였다. 특히, 자녀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부모교육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 받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교육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 계속 찾아보죠. 

아이마다 부모마다 전부 특성이 다르니깐, 그 내용을 전부 내 아이한테 적

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쌓

이면 또 큰 배움이 되니깐 계속 틈날 때 마다 공부해요.(초4 딸 엄마)”

“주변에 이미 애 다 키운 친구들이나 언니들 있잖아요. 거기 물어보지. 이

럴 땐 어떻게 하냐. 부모랑 자녀의 관계가 집집마다 다르니깐 딱 우리집에 

맞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 수 있죠. 들어보고 내가 

응용하고 변화시켜서 적용을 하는거지.(초1 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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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애가 사춘기가 어느날 왔는데, 인성교

육이고 뭐고 애랑 대화빈도가 없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얼른 주변에 아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아들 엄마들 카페에도 가입하고 혼자 난리가 

났었죠. 근데 공통된 조언이 그냥 두라더라구요(웃음). 엄마가 엄마로서 삶

을 충실히 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들들은 그냥 저를 보고 배운다

구요. 애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지말고. 그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크게 배웠

죠... (고3 아들 엄마)”

배려하기

‘배려하기’는 자녀에게 실제로 배려행위를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배려를 받아본 사람이 타인

에게 배려행위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를 

어린 아이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배려하고 있었다. 배려하기의 예시

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 엄마가 저희를 그렇게 키웠어요. 본인도 일하느라 바쁘셨는데 항상 

자식들 먼저 배려해주시고. 기억에 남는일 중에 하나는 되게 추운날 제가 

학원 버스에서 내렸는데, 엄마가 퇴근하고 바로 저 마중을 나오셨나봐요. 

엄마 품에 제 잠바를 품고 계시다가 저를 입혀주시는 거에요. 그니깐 얼마

나 따뜻해요 옷이. 그리고 그 옷 안에는 엄마가 오시면서 군밤이랑 붕어빵

이랑 사서 한쪽에 한 봉지씩 넣어두셨더라구요. 집에 올 때까지 따뜻했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저도 제 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때 받았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중3 아들 엄마)”

“저의 부모님이 저희를 막 애처럼 대하지않고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하며 키워주셨어요. (중략) 제가 그렇게 커서 그런지 애한테 막말을 하거나 

애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거나 이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애도 하나의 사람이니깐 당연히 나와 다르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에 함

께 살기위해서는 나도 쟤를 배려하고 쟤도 나를 배려하는게 맞다고 생각하

며 살아왔어요. 집에서부터 우리 애가 이게 훈련이 돼서 아마 밖에서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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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아닐까 싶어요(고3 딸 엄마).”

아는 것 실천하기

‘아는 것 실천하기’는 말 그대로 부모가 알고 있는 친사회행동을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

이들의 부모들은 이것이 어렵다고는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알

고 있는 바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미시적으로는 자녀를 교육하는 일부터, 

거시적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는 것 

실천하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옛말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 있잖아요. 결혼 전에 애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대로 살았었는데, 애가 생기고 보니 애가 보고있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동이 왠지 애한테 다 영향을 미칠거 같은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 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사회에서 지원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반찬을 제가 하지는 못해요. 저도 사먹으니깐요(웃

음). 제 반찬 살 때 조금 더 사서 1주일에 한 번 씩 가져다 드려요. 이건 

우리 아들 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들이 알든 모르든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다보면 저의 이런 행동이 불러오는 변화가 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들 덕분에 저도 사람되는거죠 뭐(웃

음)(고1 아들 엄마)”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는 자녀 앞에서 친사회행동을 모범보이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부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자녀

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친사회행동 모범

보이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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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항상 말 예쁘게 해라. 라고 애한테 가르치

거든요. 백날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한귀로 들어가서 한귀로 나오는거지요

(웃음). 그래서 제가 먼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웃, 주변사람들을 챙기

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거에요. 예를 들어, ‘무거워 보이는데 좀 들어

드릴까요?’라던가 ‘어젯밤에 많이 추웠는데 경비실 괜찮으셨어요?’라는 

말도 건네고, 장봐서 올 때는 꼭 경비아저씨 간식거리 챙기고 해요. 이게 

되게 애 어렸을때부터 한거거든요? 한 3살 4살? 근데 이제 고2니깐 꽤 오

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오랜시간을 그렇게 해서인지 애가 아들인데도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힐링이 된다 

해야하나? 우리 애여서가 아니구요(웃음)(고2 아들 엄마).”

“최근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구요. 자기는 아빠덕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

고 돕는게 자연스러워졌다고. 애들 아빠가 되게 예의바르고 친사회적인 사

람인데, 아빠가 예전에 자기를 학원에 태워주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아빠가 

자기를 학원에 내려주고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했던 날이었대

요. 애 아빠가 맨날 바쁘니깐 애를 그렇게 학원에 데려다 준것도 오랜만의 

일이어서, 좀 바빠도 차를 주차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원 앞까지 

같이 올라갔었나봐요. 올라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맹장이 터져서 119를 부

르니 마니 하는 상황이었나봐요. 애 아빠가 선생님을 자기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해서 애가 속으로 ‘어? 아빠 빨리 회사 가봐야되는데?’ 했다

는 거에요. 근데 아빠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을 부축해서 엘리베이

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덜 바쁜가?’라고 생각했대요(웃음). 근데 

그날 정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애 아빠는 병원에 가면서 전화로 회의

를 하면서 갔다는 거에요. 직급이 조금 되니깐 가능한 일이긴 했는데, 그래

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후에 애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과연 아빠랑 

같은 상황에서 아빠처럼 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생각해 봤는데,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깐... 사실 자신은 없지만, 아빠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했대

요(고2 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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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친사회행동 경험 들려주기

‘부모의 친사회행동 경험 들려주기’는 자녀의 친사회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접 행동을 가르

치고 강요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친사회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의 친사회행동 경험 들려주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

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중학교때 학교에서 아동이랑 결연해서 후원하는 것을 신청받았었어

요. 그 때 그냥 친구들도 다 하는 분위기이길래 신청했고, 저희 엄마가 네 

용돈으로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제 용돈에서 매달 만원씩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만원씩 나가는건 계속 알았지만 별 신경 안쓰고 살았

고, 제가 대학을 타지로 나와 생활하면서 결연 아동의 소식은 저희 친정으

로 우편으로 해서 계속 갔나봐요. 저는 그 아이의 소식을 몰랐죠. 근데 제

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친정에 있는 제 짐을 완전히 정리하

러 갔었는데 그 아이의 소식이 담겨온 우편이 가지런히 쌓여있는거에요. 제

가 처음에 후원할 때 애가 신생아였어요. 근데 그 때 보니깐 다 커서 중학

생이 돤거에요. 그리고 중간에 걔가 저한테 언니 고맙다고 편지를 한 번 써

서 보냈더라구요. 언니덕분에 한달에 한번씩 치킨도 사먹고 했다면서... 정

말 마음이 좋았어요. 제 작은 도움이, 정말 작잖아요 사실. 근데 이 작은 

도움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하니 세상에 내가 쓸모

가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이 이야기를 애한테 해준적이 있는데, 애가 

듣더니 자기도 바로 하고싶다고 해서 아동결연을 시작하도록 도와줬어요. 

자기도 뿌듯할 것 같다면서.(중1 딸 엄마)”

친사회행동 내용 가르치기

‘친사회행동 내용 가르치기’는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친사회교육에서 기본이라고 여기는 능력이었다. 아이

들이 무엇이 친사회행동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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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친사회행동 내용 가르치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아들한테 엄마 차타고 내릴 때 문 

열으라고 가르쳤어요. 네가 생각했을 때 너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얘는 이게 습관이 돼서 이모나 할머니가 차를 타도 문을 열어드리는데, 어

른들이 다들 너무 감동하세요. 이런 배려는 대체 어디서 배웠냐며(웃음). 

이 행동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

한거 같아요.(중2 아들 엄마)”

“누구를 돕고 싶을 때 꼭 의사확인부터 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심폐소생술 

할 때 순서처럼 도와줄 타겟이 보인다. 지체하지말고 다가간다. 도움이 필

요하세요?라고 묻는다.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묻

고, 대답대로 돕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이런 순서같은걸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으면, 막상 상황에서 어버버하다가 끝나거든요.(중3 아들 아빠)”

친사회행동 습관 훈련

‘친사회행동 습관 훈련’은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도

록 하여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

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행동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속적으로 행동을 반복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

련하고, 행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녀가 도움행위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친사회행동 습관 훈련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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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들이 많이 협조했어요. 둘째가 가족들 한참 도와주려고 노력

할 때, 좀 서툴고 어설퍼도 우리 폭풍 응원해주자 하면서 엄청 기 살려줬죠. 

그니깐 둘째는 기분이 좋아서 엄마 아빠 형아를 계속 도와주는거에요. 엄마

가 찬장에 물건 못꺼내면 자기가 의자 가져와서 꺼내주고, 아빠가 생선에 

가시를 잘 못바르는데 자기가 생선 가져다가 발라서 아빠 앞에 놔드리고, 

형아 방에 옷 막 어질러져 있는거 가서 옷걸이가 다 걸어주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깐 밖에 나가서 남한테도 그러더라구요(고1 아들 엄마).”

“어느날 저랑 그냥 과일을 먹고 있었나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 학원 앞에 

오뎅파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 아줌마네 천막에 구멍이 뚫려서 아줌마가 

엄청 추워하신다는 거에요. 자기가 오뎅을 먹는게 미안하더라면서, 그거 어

떻게 안될까?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물었더니 

그거 구멍 막아줬으면 좋겠다는거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왔다면

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는데 천막이 찢어졌어 보니깐. 근데 테이프로

는 안될거 같고, 그 비닐 두꺼운거를 새로 사서 붙여야 겠더라고. 그래서 

애랑 과일먹다말고 이마트가서 두꺼운 비닐이랑 박스테이프 사가지고 그 

오뎅아줌마네 천막 고쳐주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건 그냥 애가 해주

고 싶다고 하니깐 부모로서 협조한 것 뿐인데, 이 이후로 애가 자신감이 붙

었다고 해야하나? 하여튼 이 일 이후로 주변에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항상 유심히 살피는 애가 되었어요(중2 아들 엄마).”

친사회추론 돕기

‘친사회추론 돕기’는 자녀가 친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결과를 추론하

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 사고하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를 위해 실제 생활 속에서 티비나 책을 

보며 접할 수 있는 친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녀와 토론도 하고, 서로의 생

각이나 가치관 등도 이야기 나누어 보는 등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

었다. 친사회추론 돕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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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기 친구가 모르는 애를 하교길에 도와준 적이 있나봐요. 버카

(버스카드)를 잃어버렸는데, 걔가 걔 차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줬나봐요. 근

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게 되게 인상적이었나봐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OO는 진짜 친구인

데 본받을 점이 많은 앤거 같애~ 그래요. 그래서 어머 그 도움 받은 친구

는 진짜 고마웠겠다~ 그랬더니 ‘응. 학원가는 길인거 같던데 OO덕분에 

학원 늦지는 않았을거야’그러는 거에요. 그러더니 ‘그렇게 도움받았으니

깐 자기도 누구를 돕겠지? 그럼 또 걔가 누굴 돕겠지? 이게 이렇게 퍼져나

가면... 이게 나비효과인가?’이러더라구요(웃음). 뭐 그렇게 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인상적이었다는 

뜻이니깐... ‘그럼 너도 그 나비가 한 번 되어보면 멋있겠네’하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고2 아들 엄마)”

“저희는 가족들이 약간 친사회적인 이슈에 전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티비나 책을 보다가 그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토론 모드(웃음). 야 저기서 

저러면 진짜 섭섭하지~ 그러기도 하고 근데 쟤도 사정이 있잖아~ 이러면

서 그 주인공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의 주제를 간

접적으로 한 번 경험해보면서 주인공의 행동이 낳게 되는 결과를 생각해보

는거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니깐 애들이 이제 자기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고1 아들 엄마)”

친사회행동 격려하기

‘친사회행동 격려하기’는 자녀가 친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녀

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다시 친사회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능력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 행동은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녀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친

사회행동 격려하기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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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말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는‘우리 

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영웅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조금 커서부터는 그냥 ‘역시 보물같은 우리 아들!’ 이렇게 

치켜세워줬던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좋은 일을 할 때 그냥 사기를 증진시켜

줄라고 했던 말인데, 애가 이제 다 커서 그러더라구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까 말까 할 때 엄마가 나한테 우리아들! 하면서 엄지를 치켜주던 모습이 

항상 떠올랐다고(웃음).(중3 아들 엄마)”

“우리 애는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인관계를 쉽게쉽

게 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애가 그런 성격인데 애한테 어른들 만나면 인사

해야지~ 하고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도 교육적으로 안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학교들어가고도 한참을 그냥 뒀는데, 애가 한 초등학교 2학년때였

나... 벤치에 애랑 둘이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줌마 둘이서 벤치에 앉

으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쪼끔 남은거에요. 그래서 우리 애더러 자리 

좀 일로 땡길까? 했더니 ‘아니야 엄마. 나는 다 먹었어.’ 하면서 일어나면

서 ‘여기 앉으세요’ 하더라고요. 일단 내성적인 애가 그렇게 했다는것도 저

는 그 때 되게 대견했거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러더라구요. 그날 

그렇게 아줌마들이 학생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고, 엄마도 자기를 엄청 칭찬하

고 한게 되게 마음이 좋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건 아직도 막 쉽

고 그렇진 않지만, 그날 자기가 큰 걸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

는 작은 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걸 알게 돼서 기뻤다고. 그

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게 자기는 좋다고 그러더라구요(중3 아들 엄마)”

“이웃분 중에 저희 애가 인사하면 크게 칭찬해주시고, 애가 장본거 좀 나

눠서 들고있으면 엄청 많이 칭찬해주시고 하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시거든

요. 우리 애가 그 아줌마를 만나면 자기가 진짜 선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왠지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

주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 이후로 동네에서 저희 애를 마주칠 때마다 꼭 

한 가지씩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나봐요. 우리 아들

이 그러더라구요. 내가 진짜 착하다고 믿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깐 막 못살겠어(웃음)(고1 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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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 점검

‘주변환경 점검’은 자녀의 주변환경이 친사회적인지, 혹은 자녀의 

친사회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또

래, 학교, 학원 등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며 점검하고 있었다. 자녀의 환경을 점검하고 친사회적인 환경으

로 마련하기도 하면서,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성찰해보

도록 지도도 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밖에서도 이관되

게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가 친사회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주변환경 점검의 예시는 다

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보면 좀 생각들이 바르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런 사람들이랑 애랑 최대한 만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게 친척이어두요. 애는 잘 

해보려고 한 행동들에 괜한짓을 한다고 타박하는 사람, 남이사 어떻게 살든 니꺼

나 잘해라 라고 면박주는 사람, 요즘 같은 세상에선 그렇게 살다가 바보된다고 

어설프게 충고하는 사람 등등 진짜 제가 보기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애한테 

그런말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조차 않고 살아요.(초6 아들 엄마)”

“애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을 좀 못됐게 한다던가, 친구들 행동

에 면박을 준다던가 그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럼 저는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엄마는 그 친구 말투랑 행동이 좀 불편하던데, 너는 그렇지 않

아? 엄마는 우리 딸처럼 예쁘게 말하고 배려심 있는 행동을 하는 친구가 

좋거든’하고 말해요. 걔 친구관계니깐 제가 맺고 끊고 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애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한

번 나랑 카페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더라구요. 힘든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 엄마 덕분에 힘든 친구는 왜 힘들고, 그 친구

를 만나지 말아야 할지 내가 변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는 나랑 잘 맞는 친구일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고2 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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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인 경험 기회 마련

‘친사회적인 경험 기회 마련’은 자녀가 친사회적인 사람이나 환경

을 경험해보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

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이 롤모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

람들로부터 친사회적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친사회활동을 활발히 하

고 있는 공동체나 친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체 등에 자녀를 의

도적으로 자주 노출하는 것도 친사회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친사회적인 경험 기회 마련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 아시는 분 중에 가족 5분이 열심히 봉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부

부는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고 애들도 저희 애랑 고만고만한 집인데, 주말마

다 시골로 봉사를 다니세요 꼬박꼬박 1박 2일로. 엄마가 미용을 취미로 배

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도 잘라드리고, 파마를 해드려요. 그러는 동안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글도 가르쳐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해요. 그리고 

아빠는 동네에 젊은이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거 궂은 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아는 동네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전부 모르는 동네래

요. 근데 그냥 그렇게 몇 동네를 정해놓고 돌아가며 주말마다 방문해서 봉

사하고 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애가 배울점이 많은 사람들인거 같아서 우

리 가족이랑 연말에 밥 한번 먹자 해서 식사를 한 번 같이 했어요. 그날 뭐 

또래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 하더니 그 주 주말에 봉사를 

따라가겠다는 거에요. 그러라고 한게 지금까지 쭉 따라가서 봉사를 하는거

에요. 제가 너 가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나 그냥 가서 심부름하고 재롱 몇 

번떨고 하는데... 갈때되면 할머니들이 또오라고 막우셔. 손주 생각난다고. 

그래서 이걸 멈출수가 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 봉사가 약간 중독같다

면서(웃음)(중1 딸 엄마)”

“제가 나가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냥 제가 저의 힐링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던 모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배려심이나 공감능력이라든가 남을 

도와주고 이러는게 굉장히 생활화 되신 분들이세요. 정말 배울점이 많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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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 혼자 경험하는게 너무 아까운거에요.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내가 겪게되는 정서적인 어떤 따뜻함이라던가, 삶을 살

아가는데 힘이 되는 존재들을 우리 애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는거에요. 그래

서 제가 자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임을 가지는게 어떻겠냐고 제안

을 했는데, 흔쾌히 그러자고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랑도 같이 독서 

모임을 해요.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어서 그런지 여기 애들도 다들 친사회

성이 높아요. 우리 애가 이 모임을 갔다오면 ‘엄마 교회 갈 필요 없겠어. 

너무 은혜로운 모임이야’그래요(웃음)(고1 딸 엄마)”

공동체와의 소통

‘공동체와의 소통’은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행동이었다. 학교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다른 학부모

들은 자녀교육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들

어보며, 자신의 가정 내 교육 방향을 재점검하고 상호 소통할 부분은 소

통하고 있었다. 공동체와의 소통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도 맞벌이니깐 사실 애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는 못해요. 그래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담임한테 꼭 전화해서 행사 내용 전해 듣고, 애 이야기 

주고받고 해요. 이거는 부모의 기본 의무아닐까 싶은데요? 학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애를 교육하는지를 알아야 집에서도 교육을 하죠. 이건 

애가 점점 크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거 같아요. 집에서 저의 역할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깐... 어떠한 교육을 학교에서 하

고 있는지 알려면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죠(고1 아들 엄마)”

“애 친구 엄마들이랑 종종 애들 인성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학업적

인 이야기야 매일 하는거고(웃음). 집집마다 고민하고 있는게 거의 비슷한

데, 간혹 그 교육방법이 다른 집들이 있어요. 쉽게 나누자면 열심히 교육해

서 애를 바꿔보려는 집이랑, 알아서 냅두면 언젠간 변하겠지 하는 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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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열심히 교육하는 집 입장에서는 손해인거에요. 집에서 열심히 애한테 

친구가 이런거 어려워하면 도와줘라. 너도 그러면 언젠간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데, 가만히 냅두는 집 애는 그걸 받아먹기만 하

고 있는거죠. 그러는 사이에 교육하는 집의 애는 상처받고, 부모들은 자기

가 괜한 걸 교육해서 내 애가 상처받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총대를 맸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거 열심히 강

조하자. 누구하나 손해보는 일 없게 우리 애들끼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지내게 가르치자 하죠.(고2 딸 엄마)”

반사회행동 관리

‘반사회행동 관리’는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거나, 이를 넘

어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교정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에

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용인되는 수준의 행동

도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격하게 제지하고 있었다. 반사회행동 관

리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딸이 장난친다고 내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이래도 정색해. 절대 

나는 그런거는 못봐. 아닌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는건 난 아니라고 봐. 좋은 거 백날 잘 가르치면 뭐해. 

이런 행동 한 번 하면 끝인거야(초1 딸 엄마)”

“글쎄 뭐 요즘 교육전문가들 나와서 애한테 인사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건 못해도 인사는 꼭 해라. 인사도 못하면서 

뭔 다른거를 하겠다고 하느냐. 인사나 제대로 해라 라고 해요. 아니 누군가

를 만나서 안부를 묻는게 가장 기본이고, 친사회행동의 기본 아닌가요? 누

굴 돕고, 양보하고 전부 두 번째 문제. 일단 인사! (초6 아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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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는 장난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거 

뭐야?’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사람

이 느끼기에 이건 불편하지 않은 행동인 것만 하라고 시키는 거에요. 지난 

번에 애가 카페에서 저한테 영상통화를 건거에요. 제가 받자마자 ‘너 이어

폰 꼈니’ 물어보고, 아니라고 대답해서 바로 끊었거든요. 애가 왜 그러냐

고 문자로 묻는거에요. 아무리 카페가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화가 크게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 잘 돕고 뭐 이런 사회적인 행위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거에요(고1 아들 엄마).”

자기행동 성찰 교육

‘자기행동 성찰 교육’은 자녀가 자기 스스로의 친사회행동을 성찰

해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직접적으로 자녀 행동의 잘잘못을 말해주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공통된 특성

들이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자녀의 내

적 동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기행동 성찰 교육

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얘가 5학년때인가... 친구가 전학온적이 있었어요. OO라고. 근데 얘가 애

들이랑 잘 못어울리고 겉도니깐 우리애가 이제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

려주고 살뜰하게 얘를 옆에서 챙겼나봐요. 근데 어느날 친구 엄마한테 연락

이 온거에요. 우리 애가 OO한테 무슨 준비물을 안가져오면 가만두지 않겠

다고 뭐 이런 협박을 했다는거에요. 이걸 제가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

데, 끊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먼저 우리 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긴한

데... 얘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얘 이유가 타당하면 사과를 하러 

가자고 선뜻 말을 못하겠는거에요. 우리애가 의도가 어찌되었든 상대가 저

렇게 불쾌했다고 나온다면 일단 사과는 해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 하교하는걸 태워서 ‘걔네 엄마가 전화가 이렇게 왔었어. 화가 많이 나

셨는데. 우리 일단 사과를 드리러 가자.’했는데 아무 말을 안하는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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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가서 제가 일단 거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사과하고 나오면

서 우리 애 이야기를 아직 저는 못 들어봤다. 혹시 우리 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느냐 이야기 하고 왔죠. 사실 집에와서 들어보니깐 굉

장히 큰 오해가 있었더라구요. 진짜 애랑 한참을 이야기 했었어요. (중략) 

근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 자체는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할 

수 있는 말이니... 애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계속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도록 질문을 했던거 같아요. 우리 애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거에요. 

내 의도랑 다르게 내 뜻이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고1 아들 엄마)”

“한참 초등학교때 잘 몰려다니던 친구 4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서 조금씩 사춘기를 겪으면서 서로 오해도 쌓이고 마음상하는 말을 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한 애를 슬슬 왕따시키기 시작하더라

구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우리 애가 나서서 이 상황을 다 

포용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애는 쟤네랑은 달랐으면 좋겠

다. 친구들이 다 한 친구한테 모진소리를 해도 혼자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

주는 말을 하고, 다 그 친구를 눈에띄게 배척해도 우리 애는 용기있게 그 

친구 옆에 있어주는 그런 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거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번 지속적으로 

애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친구들 말 중에 너는 어떤 게 제일 이건 좀 아

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혹은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너한테 그렇

게 했다면, 어떤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이

런 질문들을 계속 했어요. 첨엔 지도 대충 대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깐 

스스로 좀 반성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지 못한것에 대해서...(고2 딸 엄마)”

자기조절 훈련

‘자기조절 훈련’자기 스스로 친사회행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독려하고 주변 환경을 점검하도록 반복 연습시키는 것

이다.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친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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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신의 믿음대로 행

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였다. 자기조절 훈련의 예시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소진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이 세상은 무의미한거잖아요. 그래

서 이렇게 해보는거 어때? 하고 제안하기 전에 ‘네가 괜찮으면~’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줘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겠

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 생각해요.(고2 딸 엄마)”

“가끔가다 저희 애한테 나댄다던가 오바한다라는 류의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평소에 안그러는데 우리 애는 먼저 나서서 누구 도와주고 

그런걸 잘하니깐... 제가 애 친구들을 보고 쟤는 별로다 만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른이 되어서 성숙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말 들어서 속

상하다고 말하면 아이한테 늘상 말해요. 그 말이 네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

인지 되물어보라고.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라고 해요. 지도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행여

나 애들한테 나쁜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예쁜 마음을 숨

기고 살까봐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같이 해줘요.(중3 딸 엄마)”

이상에서 정리된 34개의 부모 행동특성을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아동 

․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종합하여 교육학 

박사수료 후 역량 분야에서 6년 경력을 지닌 역량 전문가 1인과 연구자

가 함께 정리하고 유목화하였고, 이로써 부모역량모형 초안을 마련하였

다. 그 과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I를 통해 확

인된 부모의 ‘애정적 행동’과 ‘따뜻하게 말하기’는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개념이었고, 이는 선행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 ‘자녀 격려’, ‘안정 애착’, ‘가족 간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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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의 변인과 유사한 개념이었다. 이들을 ‘애정적 양육태도’라는 

역량명을 부여하여 하나의 역량으로 묶었다. BEI를 통해 확인된‘공

감’은 선행연구의 ‘공감적 태도’라는 변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공감’이라는 역량명으로 표현하였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역

시 BEI와 선행연구에서 모두 확인됨에 따라 ‘자녀와 여가생활’이라는 

역량명으로 표현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자녀 특성 이해’, ‘자녀 생

활정보 파악’, ‘자녀 속마음 파악’은 자녀에 대한 특성과 생활에 대

한 정보 파악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개념이었고, 이는 선행연구

의 ‘자녀 모니터링’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 따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자녀 모니터링’이라는 역량명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애정적 행동’, ‘공감’, ‘자녀와 여가생활’, ‘자녀 모니터링’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자녀에게 사랑·관심·지지·격

려 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능력으로 ‘온정적 양육’

이라는 상위역량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BEI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청’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자

녀와 긍정적인 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개념이었고, 이는 선행연

구의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력’과 같은 변인과도 의미가 

비슷한 개념이었다. 이들을 ‘긍정적 의사소통’이라는 역량명을 부여하

여 하나의 역량으로 묶었다. BEI에서 확인된 ‘자녀 의견 존중’과 

‘자녀 신뢰’는 자녀를 자녀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녀의 뜻대로 자신

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유사한 개념이었는데, 이

는 선행연구의 ‘자율성 존중’과 비슷한 개념임에 따라 이들을 ‘자율

성 존중’이라는 역량으로 묶었다. BEI에서 확인된 일관된 훈육은 선행

연구의 ‘합리적 훈육’을 포함하는 내용임에 딸 ‘합리적 훈육’이라는 

역량명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의사소통’, ‘자율성 존중’, 

‘합리적 훈육’을 ‘자녀 존중’이라는 상위역량으로 묶고, 자녀를 하

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여 자녀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의견을 존중하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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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지적 부부관계’는 배우자와 상호 지

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지지적 부

부관계’와 ‘부부 간 유대감’ 변인들과 그 의미가 같음을 확인하고,

‘지지적 부부관계’라는 역량으로 표현하였다. 지지적 부부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변인으로 ‘부모 역할 만족’과 ‘양육스트레스’

가 있어 이들을 ‘부모 역할 만족’이라는 역량으로 묶었다. 지지적 부

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의 변인인 ‘부부 공동양육’은 ‘부부 

공동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역량화 하였다. 그리고 ‘부모 역할 만족’, 

‘부부 공동양육’, ‘지지적 부부관계’를 포함하는 ‘부부지지 관계 

형성’이라는 상위 역량을 만들고, 부부가 함께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모 역할을 위해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정서 관리’, ‘솔직한 정서표현’은 부모가 일관

된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선행연구의 

‘분노조절’이나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임에 따라, 이들을 ‘정서

조절’이라는 역량으로 묶었다. BEI에서 확인된 ‘자기반성’과 ‘언행

일치’는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의미이므로 ‘자기 성찰’이

라는 역량으로 묶었다. 그리고 BEI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관라’와 

‘긍정적 관점 가지기’는 선행연구의 ‘부모 행복’변인과 함께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이었고 이들을 ‘긍정

정서 유지’라는 역량으로 묶었다. BEI에서 확인된 ‘부모교육 받기’

는 역량명으로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부모역할 학습’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정서조절’, ‘자기성찰’, ‘긍정저서 유지’, ‘부모역할 학

습’을 포함하는 상위역량을‘부모 자기관리’라 명명하고 부모로서 일

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바람직

한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배려하기’, ‘아는 것 실천하기’는 선행연구의 

‘부모의 친사회행동’과 같은 의미로,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서 친사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친사회행동 실천’이라는 역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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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표현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는 선행연

구의 ‘모범보이기’변인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친사회행동 모범보이

기’라는 역량명을 부여하였다. BEI를 통해 ‘부모의 친사회행동 경험 

들려주기’, ‘친사회행동 내용 가르치지’, ‘친사회행동 습관 훈련’, 

‘친사회추론 돕기’, ‘친사회행동 격려하기’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선행연구

의 ‘인성교육’변인과 유사한 개념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친사회행동 

교육’이라는 역량으로 묶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친사회행동 실천’,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친사회행동 교육’을 포함하는 상위역량을

‘친사회행동 수행 교육’이라 명명하고,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친사회행동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직접 친

사회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주변환경 점검’, ‘친사회적인 경험 기회 마

련’, ‘공동체와의 소통’은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점검하고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었고, ‘지지적 

주변환경 조성’이라 역량을 명명하였으며 친사회행동 발현 교육이 일관

되게 지속 될 수 있도록 자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조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BEI에서 확인된 ‘반사회행동 관리’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자녀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훈육하는 능력이라는 개념에서‘반사회행동 훈

육’이라는 역량으로 표현하였고, BEI에서 확인된 ‘자기행동 성찰 교

육’과 ‘자기조절 훈련’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

고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자기규제 훈련’이라는 

역량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 <표 Ⅳ-1>과 같이 정리하여 

부모역량모형 초안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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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부모역량모형 초안

상위역량 하위역량

온정적 양육

애정적 양육태도

공감

자녀와 여가생활

자녀 모니터링

자녀 존중

긍정적 의사소통

자율성 존중

합리적 훈육

부부지지 관계 형성

부모 역할 만족

부부 공동양육

지지적 부부관계

부모 자기관리

정서 조절

자기 성찰

긍정정서 유지

부모역할 학습

친사회행동 수행 교육

친사회행동 실천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

친사회행동 교육

반사회행동 훈육 반사회행동 교육

자기규제 훈련 자기관리 교육

지지적 주변환경 조성 주변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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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점집단회의(FGI)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 중 교육학 ․ 아동학 

․ 가족학 등을 전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회의(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역량모형 초안을 중심으로 역량명, 역량분류, 

역량 및 행동지표의 내용 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첫째, 

상·하위역량 중 재유목화와 재명명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 ‘온정적 양육’역량은 부모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므로 유지하되, 자녀에게 사랑·관심·지지·격려 등을 언

어적·비언어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정의에 맞게 하위역량을 

재유목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졌다. 역량 모형 

초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하위역량과는 위계수준이 다르고 상위역

량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견에 따라 애정적 양육태도에 포함된 의미를 재

분석하여 자녀의 정서적 변화나 요구에 민감하게 알아차리는‘민감한 정

서반응’,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요구를 알아채고 그것을 충족

시켜주는 ‘요구 충족’, 자녀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자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성취과정 격려’,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화하는 ‘애정적 대화’로 나누어졌다. 역

량 모형 초안의‘공감’은 다른 여러 상·하위역량들의 기반이 되는 역

량으로 그 수준과 성격이 다른 하위역량들과 다르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즉, 공감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그 기능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

는 역량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 역량은 삭제되었다. 역

량 모형 초안의 ‘자녀와 여가생활’은 자녀와 여가생활을 위해 자신의 

스케쥴을 조정하여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능력이라는 의견들에 따

라 ‘여가시간 확보’로 재명명하였고, 역량 모형 초안의 ‘자녀 모니터

링’은 자녀의 기질, 성격, 관심사, 또래관계, 생활패턴 등의 자녀 정보

를 파악하여 자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능력이라는 의견들에 

따라 ‘자녀이해’로 재명명 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온정적 

양육’에는 ‘민감한 정서반응’, ‘요구 충족’, ‘성취과정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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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적 대화’,‘여가시간 확보’,‘자녀이해’ 역량이 포함되었다. 

‘자녀 존중’은 포함된 하위역량의 개념과 의미를 재고려해보면, 

자녀가 자기 삶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들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분위기를 마련

하는 부모의 능력에 가깝다는 의견에 따라 역량명을‘지지적 가족풍토 

형성’으로 수정되었다. 역량모형 초안에서 하위역량이었던 ‘긍정적 의

사소통’은 그 개념과 수준이 하위역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

라 자녀의 생각과 감정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녀 수용’과 자녀

에게 가족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가족성원권 존중’으

로 분리되었다. ‘자율성 존중’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합리적 훈육’

은 역시 하위역량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가 스

스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예: 도움 필요한 가족 돕기 등)

을 수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할 수 있도록 가족이 자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회성 개발 장려’로 재명명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에는 ‘자녀 수용’, ‘가족성원권 존중’, 

‘자율성 존중’, ‘사회성 개발 장려’ 역량이 포함되었다.

‘부부지지 관계 형성’은 부모가 서로의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위

해 지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인데, 하위 역량들의 수준

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모아졌다. 또, 이러한 행동은 부모가 

부모역할 수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선행 요인 중 

하나이므로, 부모역량 모형 초안의 ‘긍정정서 유지’에 나누어 흡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이 상위역량은 삭제 후 타 역량에 통

합 조치 하였다. 

‘부모 자기관리’는 부모로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역량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져 유지하되, 해당 모형의 역량은 모두 부모를 위한 역량인

데 역량명에 ‘부모’라는 단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자기

관리’라 재명명되었다. 역량모형 초안의 ‘정서 조절’과 ‘자기 성

찰’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부모역할 학습’은 ‘부모’를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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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학습’으로 재명명되었다. ‘긍정정서 유지’는 부모가 자녀 양

육과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한다는 개념의 역량이

었는데,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과 교육과 관련

한 자신의 가치관 점검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신

념기반 자녀교육’으로 역량명을 바꾸고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양육 및 교육 행동을 수행하고 점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기관리’에는 ‘정서조절’,‘자기성찰’, 

‘신념기반 자녀교육’, ‘역할 학습’역량이 포함되었다. 

‘친사회행동 수행 교육’은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도

록 교육하고 본보이는 행동으로, 자녀 곁에서 자녀가 행동 발현을 할 때

까지 멘토의 역할을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의견들에 따라 ‘자녀 멘토

링’으로 재명명되었다. 역량모형 초안의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는 

교육에 있어 모델링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지하되 자녀에게 모델링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 따라 ‘모델링’이라 재명명하였다. ‘친사회행동 

교육’은 역량명의 이름이 상위역량 여러 개를 포함할 정도로 그 수준이 

높아 적절하지 않으나, 교육의 행위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니 

구체적으로 교육 행위를 세분화하여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자녀 곁에서 친사회행동 동기를 촉진하고 바람

직한 행위를 안내하는 등의 ‘코칭’과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선택해서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자기주도성 격려’, 자신이 보

고 들은 타인의 친사회행동이나 직접 수행한 자신의 친사회행동의 결과

와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성찰 교육’, 친사회적 추론력을 증진하게 

하는 ‘독서습관 조성’으로 나누어졌다. ‘친사회행동 실천’은 자녀에

게 직접 행하는 친사회행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에 의

견이 모아졌고,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친사회행동은 배려라는 개

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 배려’라 재명명었다. 그

리고 이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에는 서두르지 않고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내’역량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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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종적으로‘자녀 멘토링’에는 ‘코칭’,‘독서습관 조성’, 

‘자기주도성 격려’, ‘성찰교육’, ‘모델링’, ‘자녀배려’, ‘인

내’역량이 포함되었다.

‘반사회행동 훈육’은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훈육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연구의 목적과는 방

향성이 다르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즉, 자

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에 중심을 두고 역량을 구성하기 위해, 이 역량은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동지표를 ‘코칭’, ‘성찰교육’, ‘자기점

검’등에 나누어 통합시켰다.

‘자기규제 훈련’은 그 개념과 정의가 적절하여 유지하되, 하위역

량을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자기관리 

교육’은 그 수준이 하위역량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스스로 자신

의 생각과 가치관이 친사회행동을 유지하는데 적절한지 점검하도록 반복

적으로 연습시키는 ‘자기점검 훈련’,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환경이 친사회적인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동을 반

복적으로 연습시키는‘환경선택 훈련’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최종

적으로 ‘자기규제 훈련’은 ‘자기점검 훈련’, ‘자기옹호 훈련’, 

‘환경선택 훈련’역량이 포함되었다. 

‘지지적 주변환경 조성’은 친사회행동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 자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조성하는 것인데, 변화와 다양성이 빠르게 전개되

는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질 부모의 능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역량을 유지하되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이라 이름

만 수정되었다. 하위역량인 ‘주변환경 관리’는 그 위계 수준이 하위역

량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역량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가정 밖에서도 친사회행동 발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자녀의 친사회행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환경인지 점검하고 

마련하는 ‘발달환경 조성’과 자녀의 학교와 가족이 속한 사회의 특성

을 고려하여 친사회행동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 맥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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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사회와 소통하며 그들과 일관된 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가정-공동체 교육 연계’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동

체 지지환경 조성’에는 ‘발달환경 조성’, ‘공동체 맥락 고려’, 

‘가정-공동체 교육 연계’역량이 포함되었다.

둘째, 역량들을 크게 양육과 관련한 영역과 친사회행동 교육과 관련

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양육 영역의 역량은 친사회행동 교육 영역의 

역량의 근간이 되고 친사회행동 교육의 효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역량군을 나누고 역량의 위계를 구분하였다. Cheetham, & 

Chivers(1996)의 ‘Holistic mod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연구를 참고하여 역량의 위계를 구분하였고, 모든 다른 역량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친사회행동 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

군을 ‘양육 역량’이라 명명하고 친사회행동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은 ‘친사회교육 역량’군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나 BEI의 결과 친사회행동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기본

적으로 부모의 친사회행동 수준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따라서, 친사회행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 가치 등이 충분한 

부모가 상대적으로 그것이 부족한 자녀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이 실제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역량 

모형을 보완하였다. 친사회행동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역량

을 유목화하는 데에는 분류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Narvaez(2002)의 ‘Ethical expertise model’연구를 참고하라는 의

견에 따라, 해당 모형의 내용을 참고하여 FGI 현장에서 역량 유목화에 

참고하였다. 이상의 FGI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표 Ⅳ-2>와 같이 1

차 역량모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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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1차 부모역량모형

역량군 상위역량 하위역량

양육 역량

온정적 양육

자녀이해

민감한 정서반응

성취과정 격려

요구 충족

여가시간 확보

애정적 대화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

자녀 수용

가족성원권 존중

자율성 존중

사회성 개발 장려

자기 관리

자기 성찰

정서 조절

신념기반 자녀교육

역할 학습

친사회교육 

역량

자녀 멘토링

모델링

자녀 배려

코칭

독서습관 조성

성찰 교육

인내

자기주도성 격려

자기규제 훈련

자기점검 훈련

자기옹호 훈련

환경선택 훈련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

발달환경 조성

공동체 맥락 고려

가정-공동체 교육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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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Delphi) 조사

교육학 ․ 아동학 ․ 가족학 등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 조사를 2

회 실시하여, 1차 역량 모형을 중심으로 역량명, 역량분류, 역량 및 행동

지표의 내용 등에 대한 타당도 등을 검토받았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

해 확인한 내용타당도(CVI)와 평가자간일치도(IRA) 결과는 <표 Ⅳ-3>

과 같다.

<표 Ⅳ-3>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군 상위역량 하위역량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양육 

역량

온정적 

양육

자녀이해 3.97 .47 1.00

1.00

민감한 정서반응 3.92 .28 1.00

성취과정 격려 4.00 .00 1.00

요구 충족 3.83 .37 .98

여가시간 확보 3.83 .37 .93

애정적 대화 3.95 .43 1.00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

자녀 수용 3.92 .28 1.00

1.00
가족성원권 존중 3.83 .37 .916

자율성 존중 3.95 .60 1.00

사회성 개발 장려 3.75 .60 .908

자기 관리

자기 성찰 3.83 .37 1.00

1.00
정서 조절 3.92 .28 1.00

신념기반 자녀교육 3.72 .28 .84

역할 학습 3.92 .28 1.00

친사회

교육 

역량

자녀 

멘토링

모델링 4.00 .00 1.00

.80

자녀 배려 3.89 .28 1.00

코칭 3.92 .28 .70

독서습관 조성 3.75 .60 .61

성찰 교육 3.85 .60 1.00

인내 3.83 .37 .98

자기규제 

훈련

자기주도성 격려 3.92 .28 1.00

1.00자기점검 훈련 3.83 .28 .89

자기옹호 훈련 3.89 .28 1.00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

환경선택 훈련 3.85 .00 .73

.74발달환경 조성 3.82 .28 1.00

공동체 맥락 고려 3.82 .2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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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토 결과, IRA값이 .8 이하인 것은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

(.736)’의 1개 상위역량이었고, CVI 값이 .8 이하인 것은 ‘코칭

(.701)’,‘독서습관 조성(.606)’, ‘환경선택 훈련(.732)’, ‘공동체 

맥락 고려(.601)’의 4개 하위역량이었다. 이 결과와 전문가 패널들의 

자유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역량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하였다. 역량군의 이름은‘양육역량’을 ‘부모 기본 역량’으로, 

‘친사회교육 역량’을 ‘친사회교육 핵심역량’으로 수정하였다. 상위 

역량의 이름은 ‘온정적 양육’을 ‘온정적 자녀양육’으로,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은 ‘자녀의 주체성 존중’으로, ‘자기규제 훈련’은 

‘자기조절 연습 지도’로,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은 ‘일관된 친사

회교육 환경 조성’으로 수정하였다. 

하위 역량은 상위 역량의 명명과 정의에 맞게 이동 배치 및 재명명

을 실시하였다. ‘온정적 자녀양육’역량에는 기존의‘애정적 대화’를 

수정한‘애정표현’과 기존의‘요구충족’과 ‘민감한 정서반응’을 하

나의 역량으로 묶은‘자녀요구 대응’, 기존의 ‘자녀이해’를 수정한 

‘자녀정보 파악 및 지원’, 기존의‘여가시간 확보’를 수정한 ‘자녀

와의 시간 마련’이 포함되었다. ‘자녀의 주체성 존중’역량에는 기존

의 ‘자율성 존중’을 수정한 ‘자녀 자율성 장려’와 기존의‘가족성원

권 존중’을 수정한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기존의 ‘성취과정 

격려’, ‘자녀수용’, ‘사회성개발 장려’, ‘인내’를 하나의 역량으

로 묶은‘자녀 신뢰’가 포함되었다. ‘자기관리’역량에는 기존의 ‘자

기성찰’을 유지하고, ‘정서 조절’을 수정한 ‘자기 정서 조절’, 

‘신념기반 자녀교육’을 수정한 ‘자기 정신생활 향유’, ‘역할 학

습’을 수정한 ‘자기역할 학습’이 포함되었다. ‘자녀 멘토링’역량에

는 기존의 ‘모델링’과 ‘자녀 배려’를 하나의 역량으로 묶은 ‘모범 

보이기’와 ‘독서습관 조성’과 ‘성찰 교육’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은 

‘자녀의 행동성찰 지도’가 포함되었다. 기존의 ‘코칭’은 역량수준이 

하위역량으로는 부합하지 않고 다른 여러 역량에 걸쳐있는 역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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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따라, 행동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행의도 

자극’과 ‘행동수행 기회 마련’의 2개 하위역량을 새로 만들어 남기

고, 나머지 행동지표는 다른 역량에 포함시켰다. ‘자기조절 연습 지

도’역량에는 기존의 ‘자기점검 훈련’을 수정한‘자녀의 자기점검 훈

련’과 ‘자기옹호 훈련’을 수정한 ‘자녀의 자기격려 독려’, ‘자기

주도성 격려’를 수정한 ‘자녀의 환경결정능력 개발’이 포함되었다. 

‘일관된 친사회교육 환경 조성’역량에는 기존의 ‘환경선택 훈련’을 

수정한 ‘지지적 환경과의 교류’, ‘공동체 맥락 고려’을 수정한 ‘공

동체특성 반영 교육’, ‘발달환경 조성’을 수정한 ‘가정-학교-사회 

연계’가 포함되었다. 

이상의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수정된 1차 부모역량 모

형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Ⅳ-4>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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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군 상위역량 하위역량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부모 

기본 

역량

온정적 

자녀양육

애정표현 3.67 .47 1.00

1.00
자녀요구 대응 3.92 .28 1.00

자녀정보 파악 및 지원 4.00 .00 .60

자녀와의 시간 마련 3.83 .37 1.00

자녀의 

주체성 

존중

자녀 자율성 장려 3.83 .37 1.00

1.00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3.75 .43 1.00

자녀 신뢰 3.92 .28 1.00

자기관리

자기 성찰 3.83 .37 .95

.86
자기 정서 조절 3.75 .60 .80

자기 정신생활 향유 3.75 .60 .25

자기역할 학습 3.83 .37 1.00

친사회

교육 

핵심 

역량

자녀 

멘토링

모범 보이기 3.92 .28 1.00

1.00
자녀의 수행의도 자극 3.92 .28 1.00

자녀의 행동성찰 지도 3.92 .28 1.00

행동수행 기회 마련 4.00 .00 .75

자기조절 

연습 지도

자녀의 자기점검 훈련 3.92 .28 1.00

1.00자녀의 자기격려 독려 3.92 .28 1.00

자녀의 환경결정능력 개발 3.83 .37 1.00

일관된 

친사회교

육 

환경 조성

지지적 환경과의 교류 3.83 .37 1.00

.72
공동체특성 반영 교육 3.75 .60 .75

가정-학교-사회 연계 3.67 .47 .75

수정된 1차 역량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토 결과, CVI 값과 

IRA 값 중 .8 이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VI 값이 .8 이하인 

역량은 ‘자녀정보 파악 및 지원’, ‘자기 정신생활 향유’, ‘행동수

행 기회 마련’, ‘공동체특성 반영교육’, ‘가정-학교-사회 연계’였

고, IRA 값이 .8 이하인 역량은 ‘일관된 친사회교육 환경 조성’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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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상위역량명의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몇 개의 상위역량

명을 수정하였다. ‘자녀 멘토링’역량은 부모가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역할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친사회행동 모델’이라 

수정하였고, ‘자기조절 연습 지도’역량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친사

회행동 자율성 훈련’이라 수정하였으며, ‘일관된 친사회교육 환경 조

성’역량은 친사회교육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점검하

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로 수정하였다. 

하위역량에 대해서는 역량명의 수정과 삭제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역량군별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부모 기본 역량군’부터 

살펴본다.‘애정표현’은 자녀가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애정을 표현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애정표현’으로 수정하였고, 

‘자녀요구 대응’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보다 자녀의 변화나 표현

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

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감한 정서반응’

으로 수정하였다. ‘자녀정보 파악 및 지원’은 파악과 지원은 서로 다른 

역량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파악에 초점을 두어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으로 재명명하였고, ‘자녀와의 시간 마련’

은 활동의 종류와는 상관 없이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이라 재명명되었다.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은 민주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역량명에서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으로 수정하였

고, ‘자녀 신뢰’는 자녀를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 믿고 

기다리며 자녀를 지원하는 능력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로 역량명을 수정하였다. ‘자기 정신생활 향

유’는 역량명이 이해가 어렵고 하위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하위역량

이나 상위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의견에 따라 해당 역량의 행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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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내용에 따라 삭제하고 세부 행동지표들은 다른 역량으로 흡수시켰

다. ‘자기역할 학습’은 ‘부모역할 학습’으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친사회교육 핵심 역량’에서는 역량명 전반에서 친사회

교육과 관련한 역량임이 잘 드러나도록 명명하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

었다. 이를 반영하여, ‘모범 보이기’는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으로 

수정하였고, ‘자녀의 수행의도 자극’은 ‘친사회적 동기 자극’으로 

수정하였다. ‘행동수행 기회 마련’은 친사회행동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판단되어 하나의 역량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행동지표들이 타역량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역량명을 ‘친사회행동 실천기회 제공’으로 수정하

고 BEI 결과를 참고하여 행동지표를 재수정하였고, ‘자녀의 행동성찰 

지도’는 추론을 통해 성찰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에 따라 ‘친사

회적 추론 지도’로 역량명을 수정하였다. ‘자녀의 자기점검 훈련’은 

‘친사회적 성찰 지도’로 수정하였고, ‘자녀의 자기격려 독려’는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으로 수정하였으며, ‘자녀의 환경결정능력 개

발’은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으로 수정하였다. ‘지지적 환경과의 

교류’는 ‘공동체 문화 점검’으로 수정하였고, ‘공동체 특성 반영 교

육’과 ‘가정-학교-사회 연계’는 여전히 역량 간 구분이 잘 되지 않

고 행동지표의 난이도가 높아 실제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녀에게 친사회적인 문화를 경험해 보도

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능력인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과 학교나 공동

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친사회교육과 관련하여 상호의 의견을 주고 

받는 능력인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의 자유 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된 1차 

역량 모형을 추가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 <표 Ⅳ-5>와 같이 최종 역량 

모형을 구성하였고, 역량 정의 및 행동지표 등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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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최종 부모역량모형

역량군 상위 역량 하위역량

부모 

기본 

역량

온정적 자녀양육

충분한 애정표현

민감한 정서반응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

자녀 주체성 

존중

자녀 자율성 장려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

자기관리

자기성찰

자기 정서조절

부모역할 학습

친사회

교육 

핵심 

역량

친사회행동 모델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

친사회적 동기 자극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

친사회적 추론 지도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친사회적 성찰 지도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

공동체 문화 점검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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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역량모형의 타당화 단계

부모역량모형의 타당화는 SPSS 25.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 교차 타당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측정모형은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부모역량모형의 타당화를 위한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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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도 검증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이 의미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구성하

는 행동지표 즉, 측정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역량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ronbach의 값을 활용하

여 부모역량모형에 대한 부모의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Cronbach의 값은 변수 간의 신뢰성 또는 일관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통계량으로서 일반적으로 값이 .8 이상이

면 매우 강한 일관성을 의미하며, .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일관성을 가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민인식, 최필선, 2009). 초등학생의 부모들

은 .738에서 .917 사이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고, 중등학생의 부모들은 

.708에서 .921 사이의 내적 신뢰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

량모형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부모역량모형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와 

기술통계치를 자녀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아래 <표 Ⅳ-6>과 같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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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부모역량모형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

(N=573)

잠재변인 측정변인
초등부모(n=289) 중등부모(n=284)

M SD 왜도 첨도
Cronbach

 M SD 왜도 첨도
Cronbach



충분한 애정표현

표현 1 4.34 1.11

-.674 .590 .811

4.26 1.19

-.610 .053 .843
표현 2 4.80 1.13 4.59 1.23
표현 3 4.87 1.18 4.37 1.35
표현 4 4.34 1.21 4.03 1.45

민감한 정서반응

반응 1 4.24 1.11

-.468 .215 .839

4.38 1.09

.055 -.500 .811
반응 2 4.09 1.19 4.19 1.12
반응 3 4.25 1.20 4.49 1.03
반응 4 4.26 1.29 4.52 1.11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

파악 1 4.73 1.03

-1.020 1.405 .814

4.76 1.03

-.437 -.126 .734
파악 2 4.41 1.18 4.41 1.24
파악 3 4.74 1.09 4.76 .92
파악 4 5.06 1.09 4.99 1.04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

시간 1 4.42 1.31

-.566 .275 .738

4.39 1.15

-.079 -.595 .708
시간 2 4.10 1.31 4.28 1.22
시간 3 3.64 1.48 3.32 1.36
시간 4 4.69 1.47 4.46 1.41

자녀 자율성 

장려

자율성 1 4.12 1.23

-.105 -.294 .787

4.14 1.29

-.559 .082 .776
자율성 2 4.14 1.21 4.68 1.20
자율성 3 4.46 1.11 4.41 1.18
자율성 4 4.06 1.19 4.3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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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초등부모(n=289) 중등부모(n=284)

M SD 왜도 첨도
Cronbach

 M SD 왜도 첨도
Cronbach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

민주 1 4.46 1.20

-.297 -.252 .821

4.69 1.02

-.395 -.227 .794
민주 2 4.07 1.20 4.14 1.09
민주 3 4.32 1.24 4.62 1.09
민주 4 3.96 1.30 4.43 1.09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

잠재성 1 4.26 1.20

-.476 .081 .839

4.28 1.15

-.709 .376 .876
잠재성 2 4.31 1.28 4.40 1.22

잠재성 3 4.28 1.32 4.32 1.28

잠재성 4 4.04 1.29 4.21 1.18

자기성찰

자기성찰 1 3.61 1.36

-.036 -.563 .807

3.68 1.18

-.288 .170 .780
자기성찰 2 3.95 1.29 4.16 1.11
자기성찰 3 3.53 1.57 3.89 1.37
자기성찰 4 4.01 1.34 4.47 1.21

자기 정서조절

정서 1 3.69 1.27

-.229 -.518 .819

3.94 1.19

-.502 .294 .809
정서 2 3.28 1.32 3.65 1.24

정서 3 4.24 1.48 4.52 1.21

정서 4 4.07 1.45 4.41 1.23

부모역할 학습

학습 1 4.11 1.41

-.361 -.529 .814

4.17 1.22

-.296 -.047 .799
학습 2 4.22 1.37 4.27 1.23

학습 3 3.37 1.59 3.45 1.40

학습 4 4.24 1.33 4.3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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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초등부모(n=289) 중등부모(n=284)

M SD 왜도 첨도
Cronbach

 M SD 왜도 첨도
Cronbach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

모범 1 4.05 1.21

-.279 -.471 .820

4.19 1.21

-.457 -.361 .824
모범 2 4.13 1.19 4.25 1.30

모범 3 4.60 1.18 4.81 1.14

모범 4 4.16 1.33 4.48 1.10

친사회적 동기 

자극

동기 1 4.25 1.32

-.466 -.384 .862

4.70 1.08

-.627 -.011 .809
동기 2 4.11 1.35 4.50 1.16

동기 3 4.76 1.23 5.07 1.02

동기 4 3.81 1.40 4.29 1.30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

기회 1 3.85 1.37

-.236 -.583 .864

4.10 1.19

-.333 -.364 .854
기회 2 4.27 1.30 4.37 1.14
기회 3 3.94 1.41 4.20 1.30
기회 4 3.29 1.48 3.96 1.48

친사회적 추론 

지도

추론 1 3.07 1.45

.063 -.725 .917

3.61 1.33

-.108 -.463 .861
추론 2 3.42 1.49 3.92 1.24
추론 3 3.59 1.49 4.10 1.21
추론 4 3.51 1.53 3.88 1.30

친사회적 성찰 

지도

성찰지도 1 3.43 1.43

.083 -.479 .881

3.93 1.19

-.299 -.215 .874
성찰지도 2 3.58 1.35 3.88 1.21

성찰지도 3 3.32 1.47 3.72 1.34

성찰지도 4 3.27 1.46 3.83 1.27



- 95 -

잠재변인 측정변인
초등부모(n=289) 중등부모(n=284)

M SD 왜도 첨도
Cronbach

 M SD 왜도 첨도
Cronbach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행동유지 1 3.71 1.44

-.158 -.559 .854

3.99 1.36

-.308 -.325 .868
행동유지 2 3.64 1.43 3.92 1.32
행동유지 3 3.26 1.47 3.83 1.33
행동유지 4 4.02 1.41 4.38 1.29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

환경점검 1 3.69 1.50

-.096 -.740 .909

4.17 1.29

-.426 -.236 .921
환경점검 2 3.45 1.50 4.00 1.33
환경점검 3 3.45 1.47 4.03 1.30
환경점검 4 3.07 1.43 3.66 1.37

공동체 문화 

점검

문화 1 4.16 1.27

-.244 -.431 .867

4.39 1.18

-.308 -.632 .857
문화 2 3.94 1.45 4.08 1.42
문화 3 3.46 1.50 3.94 1.50
문화 4 3.67 1.48 3.87 1.41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

문화경험 1 3.55 1.49

-.082 -.832 .896

3.61 1.42

-.080 -.740 .920
문화경험 2 3.37 1.54 3.60 1.44
문화경험 3 3.26 1.52 3.61 1.44
문화경험 4 2.86 1.45 3.31 1.40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

소통 1 2.82 1.47

.350 -.644 .900

3.24 1.47

.123 -.754 .907
소통 2 3.12 1.52 3.46 1.48
소통 3 2.68 1.47 3.07 1.45
소통 4 2.84 1.52 3.2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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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연구모형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

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 얼마나 잘 측

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

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하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서

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판별타당성

(nomological validity)으로 분류된다(우종필, 2008). 집중 타당성은 측

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높을수록 확보되고, 판별 타당

성은 잠재변수 간 상관이 낮을수록 확보된다. 

우선 집중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

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

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을 확인하였다. ‘자녀와 함께하

는 시간 마련’의 4번째 측정문항(.508)과 ‘자녀 자율성 장려’의 1번

째 측정문항(.530)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606에서  .9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고, 요인부하량에 대한 유의성

이 7.041에서 20.248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은 .7이면 바람직하며 .5에서 .95 사이면 좋고 요인부하량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은 1.965 이상이면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우종필, 2008),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과 유의성은 양호하여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AVE)을 확인하는데, Amos에서 제공하지 

않는 값이므로 직접 계산하였다. AVE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 

값들을 모두 합한 값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제곱의 전체 합과 오차분산

의 합을 더한 값으로 나눈다. 이 때 AVE 값이 .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우종

필, 2008). 본 연구모형의 AVE 값이 .766에서 .944 사이에 있어 모두 

.5 이상의 값을 가짐에 따라,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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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부하량오차분산의합

∑요인부하량

다음으로 개념신뢰도(C.R.)을 확인하는데, 이 역시 Amos에서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였다. C.R.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합을 

제곱한 값을 요인부하량의 합을 제곱한 값과 오차분산의 합을 더한 값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C.R. 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우종필, 2008). 

본 연구모형의 C.R. 값은 .927에서 .985 사이에 있어 모두 .7 이상의 

값을 가짐에 따라,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오차분산의합

∑요인부하량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타당성의 세 가지 결과를 다음 <표 Ⅳ

-7>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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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부모역량모형의 집중타당도 검증결과(N=573)

비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표준화 계수 AVE C.R.

충분한 애정표현→표현 1 1.00 -　 　- - .63

.836 .938
충분한 애정표현→표현 2 1.20 .118 10.201 *** .78

충분한 애정표현→표현 3 1.14 .112 10.169 *** .77

충분한 애정표현→표현 4 1.04 .108 9.689 *** .72

민감한 정서반응→반응 1 1.00 -　 　- - .65

.887 .969
민감한 정서반응→반응 2 1.16 .085 13.559 *** .81

민감한 정서반응→반응 3 1.12 .104 10.826 *** .79

민감한 정서반응→반응 4 .95 .093 10.120 *** .72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파악 1 1.00 -　 　- - .68

.870 .964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파악 2 1.14 .102 11.157 *** .77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파악 3 1.23 .111 11.143 *** .77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파악 4 .90 .094 9.550 *** .64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시간 1 1.00 -　 　- - .48

.766 .927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시간 2 1.27 .184 6.900 *** .60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시간 3 1.51 .192 7.863 *** .81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시간 4 1.43 .185 7.724 *** .77

자녀 자율성 장려→자율성 1 1.00 -　 　- - .81

.905 .974자녀 자율성 장려→자율성 2 .86 .064 13.362 *** .75

자녀 자율성 장려→자율성 3 .89 .071 12.449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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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표준화 계수 AVE C.R.

자녀 자율성 장려→자율성 4 .66 .075 8.689 *** .52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민주 1 1.00 -　 　- - .75

.909 .975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민주 2 .77 .058 13.355 *** .61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민주 3 .91 .071 12.840 *** .74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민주 4 .89 .071 12.479 *** .72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잠재성 1 1.00 -　 　- - .79

.916 .978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잠재성 2 .90 .072 12.642 *** .70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잠재성 3 .85 .070 12.238 *** .69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잠재성 4 .95 .063 15.142 *** .81

자기성찰→자기성찰 1 1.00 -　 　- - .77

.893 .971
자기성찰→자기성찰 2 1.08 .091 11.819 *** .71

자기성찰→자기성찰 3 .94 .074 12.553 *** .75

자기성찰→자기성찰 4 .82 .080 10.259 *** .62

자기 정서조절→정서 1 1.00 -　 　- - .64

.878 .966
자기 정서조절→정서 2 .97 .086 11.252 *** .61

자기 정서조절→정서 3 1.15 .104 11.118 *** .81

자기 정서조절→정서 4 1.10 .099 11.021 *** .80

부모역할 학습→학습 1 1.00 -　 　- - .86
.904 .974

부모역할 학습→학습 2 .90 .079 11.317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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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표준화 계수 AVE C.R.

부모역할 학습→학습 3 .76 .069 11.102 *** .64

부모역할 학습→학습 4 .85 .069 12.261 *** .69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모범 1 1.00 -　 　- - .89

.920 .978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모범 2 .65 .058 11.225 *** .67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모범 3 .65 .066 9.756 *** .64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모범 4 .73 .064 11.435 *** .72

친사회적 동기 자극→동기 1 1.00 -　 　- - .77

.923 .980

친사회적 동기 자극→동기 2 .80 .064 12.490 *** .71

친사회적 동기 자극→동기 3 1.04 .069 15.027 *** .83

친사회적 동기 자극→동기 4 .98 .068 14.374 *** .80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기회 1 1.00 -　 　- - .76

.921 .979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기회 2 .98 .072 13.689 *** .78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기회 3 .89 .065 13.664 *** .77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기회 4 .94 .067 13.896 *** .78

친사회적 추론 지도→추론 1 1.00 -　 　- - .79

.941 .985
친사회적 추론 지도→추론 2 1.10 .062 17.770 *** .89

친사회적 추론 지도→추론 3 1.08 .062 17.257 *** .87

친사회적 추론 지도→추론 4 1.03 .059 17.268 *** .87

친사회적 성찰 지도→성찰지도 1 1.00 -　 　- - .83 .938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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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표준화 계수 AVE C.R.

친사회적 성찰 지도→성찰지도 2 .92 .061 15.104 *** .76

친사회적 성찰 지도→성찰지도 3 .93 .053 17.427 *** .84

친사회적 성찰 지도→성찰지도 4 .93 .058 16.088 *** .79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행동유지 1 1.00 -　 　- - .71

.900 .973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행동유지 2 1.18 .090 13.098 *** .79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행동유지 3 1.21 .088 13.859 *** .83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행동유지 4 1.08 .087 12.394 *** .75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환경점검 1 1.00 -　 　- - .83

.938 .984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환경점검 2 1.14 .059 19.332 *** .90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환경점검 3 1.13 .061 18.464 *** .87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환경점검 4 1.08 .073 14.816 *** .83

공동체 문화 점검→문화 1 1.00 -　 　- - .82

.929 .981
공동체 문화 점검→문화 2 1.07 .063 17.089 *** .86

공동체 문화 점검→문화 3 .86 .064 13.301 *** .72

공동체 문화 점검→문화 4 .71 .056 12.640 *** .69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문화경험 1 1.00 -　 　- - .79

.932 .982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문화경험 2 1.15 .067 17.165 *** .87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문화경험 3 1.19 .068 17.534 *** .89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문화경험 4 1.00 .069 14.616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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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S.E. 유의성  표준화 계수 AVE C.R.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소통 1 1.00 -　 　- - .84

.944 .985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소통 2 1.01 .053 18.867 *** .88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소통 3 .94 .058 16.138 *** .80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소통 4 .94 .056 16.935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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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타당성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서

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로, 잠재변수간 낮은 상관

을 보인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잠재변수간 높은 상관을 보인다

면 두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잠재변수간 판

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08). 판별 타당성을 검증

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잠재변수의 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 살펴보았다. AVE 값이  보다 크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08). AVE 값과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다음 <표 Ⅳ

-8>과 같이 제시하였다. 판별 타당성 검증의 경우, 모든 변수들 간 검

증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한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친사회적 추론 지도’와 ‘친사회적 성찰 지도’간 상관계수

가 .889로 가장 높았다. 상관계수의 제곱 즉,   이고, ‘친사

회적 추론 지도’의 AVE 값은 .804이고, ‘친사회적 성찰 지도’의 

AVE 값은 .821 임에 따라, 두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크

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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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부모역량모형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00

2 .56 1.00

3 .44 .59 1.00

4 .52 .61 .62 1.00

5 .38 .48 .39 .49 1.00

6 .47 .58 .42 .49 .69 1.00

7 .53 .60 .43 .50 .69 .77 1.00

8 .40 .54 .40 .49 .56 .61 .62 1.00

9 .45 .54 .39 .50 .56 .65 .64 .66 1.00

10 .34 .47 .52 .56 .47 .44 .44 .56 .60 1.00

11 .36 .47 .47 .52 .49 .53 .53 .56 .57 .56 1.00

12 .33 .47 .44 .48 .55 .58 .57 .61 .53 .53 .75 1.00

13 .34 .46 .43 .49 .55 .55 .57 .61 .55 .55 .67 .78 1.00

14 .31 .49 .36 .48 .53 .56 .58 .64 .55 .55 .59 .73 .81 1.00

15 .32 .44 .33 .40 .53 .56 .59 .60 .51 .49 .57 .70 .75 .89 1.00

16 .36 .51 .37 .47 .50 .57 .60 .60 .54 .51 .60 .71 .75 .78 .82 1.00

17 .31 .46 .34 .44 .48 .51 .59 .58 .52 .48 .59 .68 .71 .75 .79 .81 1.00

18 .38 .48 .42 .49 .55 .52 .59 .53 .52 .51 .50 .62 .66 .69 .73 .73 .72 1.00

19 .38 .45 .34 .43 .48 .48 .56 .51 .49 .47 .45 .56 .69 .67 .72 .75 .72 .77 1.00

20 .32 .43 .34 .45 .44 .44 .49 .50 .45 .49 .47 .54 .63 .69 .70 .71 .67 .68 .78 1.00

※ 1: 충분한 애정표현, 2: 민감한 정서반응, 3. 자녀특성 및 생활 파악, 4: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 5: 자녀 자율성 장려, 6: 자녀

와의 민주적 소통, 7: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 8: 자기성찰, 9: 자기 정서조절, 10: 부모역할 학습, 11: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 12: 친사

회적 동기 자극, 13: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 14: 친사회적 추론 지도, 15: 친사회적 성찰 지도, 16: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17: 친사회

환경 점검 후련, 18: 공동체문화 점검, 19: 친사회문화 경험 제고, 20: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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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

(±)한 결과 값이 1을 포함하는지 살펴보았다. [±] 값

이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08). 위의 <표 Ⅳ-8> 상관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역시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을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검증한다. 

‘친사회적 추론 지도’와 ‘친사회적 성찰 지도’간 상관계수는 .889

이고, 두 잠재변수 간 표준오차는 .051이었다. 이를  [±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889±2×0.051=.991~.787]로 나타나 1을 포함

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간의 ∆ 값을 살펴보았다. ∆ 값

이 3.84 이상이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08). 

두 구성개념간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과 두 구성개념간 공분산을 1로 고정시킨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뒤, 두 모델 간 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였다. 비제약모델은 

=2390.247(df=1376)이고, 제약모델은 =2507.714(df=1461)이다. 

df=85일 때, ∆=117.467로 3.84보다 크므로 유의함을 확인하여 판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상관이 가장 높은 ‘친사회적 추론 지

도’와 ‘친사회적 성찰 지도’간 판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

두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함에 따라, 다음에서 연구모형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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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교차 타당성(cross validation)

을 검증하기 위해 초 ․ 중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부모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onfirma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부모역량모형의 행동지

표를 하나의 문항으로 삼아 실시하였고, 부모들은 해당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 단계는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이 초등학생의 부모와 중등학생의 부모에게 동일하게 인식

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즉, 부모역량모형의 척도가 초 ․ 중등학

생의 부모 간 동일하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검증

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을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부모와 

중등학생의 부모 간 역량 수준 및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차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분석을 형태 동일성 검증과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 및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순으로 실시하였다(홍세희, 2007). 교차 타당성 검증결과를 다

음 <표 Ⅳ-9>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Ⅳ-9> 부모역량모형의 측정 동일성 검증결과

모형   GFI CFI TLI RMSEA ∆ ∆

형태

동등성모형
2390.247ns 1376 .913 .947 .932 .041 - -

요인부하량 

동등성모형
2418.599ns 1406 .910 .947 .942 .041 28.352 30

측정절편 

동등성모형
2507.724*** 1461 .907 .934 .942 .042 117.477 55

구조공분산

동등성모형
2607.322*** 1508 .881 .927 .902 .058 217.075 47

측정잔차

동등성모형
10964.622*** 1560 .781 .735 .853 .118 8574.37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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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학생 부모와 중등학생 부모의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한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형태 동일성 검증을 통해 두 집단의 부모들

이 설문에 응답할 때 동일한 개념적 틀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Cheung & Rensvold, 2002). 검증결과 =2390.247(=.000), 

df=1376, GFI=.913, TLI=.932, CFI=.947, 

RMSEA=.041(0.38-0.44)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인 GFI, TLI와 

CFI값은 .95 이상, RMSEA 값은 .06 이하(Hu & Bentler, 1998)를 만

족하여 형태 동일성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모형이 현실의 

자료와 잘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형태 동일성이 충족됨에 따라 더 엄격한 수준의 측정단위 동

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단위 동일성은 표준화되지 않은 요인부하량이 

집단 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으로 확

인하였다. 검증결과 =2418.599(=.000), df=1406, GFI=.910, 

TLI=.942, CFI=.947, RMSEA=.041(0.38-0.44)로 나타나, 형태 동

일성에서 검증된 모형과 요인부하량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

(30)=28.352이고  분포표에 의해 df=30(=.05)일 때 =43.77임

에 따라 ∆ 값이 43.77 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CFI 값의 차이가 0임에 따라, CFI 값의 차이가 -.01보

다 작으므로 측정단위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heung & 

Rensvold, 2002). 종합적으로, 측정단위 동일성이 만족됨에 따라 문항

과 잠재변인 간 관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단위 동일성이 충족됨에 따라 더 엄격한 수준의 측정원점 

동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된 집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검사 점수를 얻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다. 측정원점 동일성 검증은 측정단위 동일성에서 검증된 검사모형과 집

단 간 요인부하량 및 공분산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값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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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FI 값의 차이를 준거로 판단한다.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측정원점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측정원점 동일성

의 만족 준거는 측정단위 동일성의 판단준거와 동일하다. ∆

(55)=89.125이고  분포표에 의해 df=55(=.05)일 때 =43.77임

에 따라 ∆ 값이 43.77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

다. 이는 잠재변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이 소속 집단에 따라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초·중등학생의 부모 집단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각 역량의 중요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

석을 통해 해석해야 하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교차 타당

성이 검증되었고, 이로써 부모역량모형이 초등학생의 부모와 중등학생의 

부모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개발된 최종 역량모형

을 [그림 Ⅳ-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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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최종 부모역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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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오늘날의 사회에서 초·중등학생에게 친사회행동의 가치가 주목받음

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잘하는 개인으로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가 어떠한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친사회행동은 어린 나이에

서부터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성숙한 친사회행동을 

수행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발달단계인 아동·청소년 시기에 

친사회행동과 관련한 긍정적 변인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한 부모

역량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역량모델링 과정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 행동사건면접(BEI), 

초점집단회의(FGI), 델파이(Delphi)조사 과정을 거쳐 역량모형을 개발

하였고,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개발된 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 ․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1. 요약 및 논의

1) 부모역량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역량모델링 과정을 참고하여 역량모형개발

을 수행하였다. 역량모형 초안 마련을 위해, 첫 번째로 행동사건면접

(BEI)를 통해 학교에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

지고 있는 행동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부모들이 자녀의 친사회행동 교

육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행동 특성은 다음

의 총 34개로 정리되었다: 애정적 행동, 따뜻하게 말하기, 공감, 경청, 

문제해결 의사소통, 여가생활 함께하기, 자녀 의견 존중, 자녀 신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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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특성 이해, 자녀생활정보 파악, 자녀 속마음 파악, 일관된 훈육, 지지

적 부부관계, 정서 관리, 솔직한 정서표현, 자기반성, 언행일치, 정신건강 

관리, 긍정적 관점 가지기, 부모교육 받기, 배려하기, 아는 것 실천하기,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 부모의 친사회행동 경험 들려주기, 친사회행동 

내용 가르치기, 친사회행동 습관 훈련, 친사회추론 돕기, 친사회행동 격

려하기, 주변환경 점검, 친사회적인 경험 기회 마련, 공동체와의 소통, 

반사회행동 관리, 자기행동 성찰 교육, 자기조절 훈련. 이와같이 BEI에

서 확인된 요인들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정리하여 역량모형 초안을 정리하는데 사

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요인은 크게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고,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치관, 성격 등의 개

인의 배경변인 외에 공감, 친사회적 도덕추론, 자아존중감, 도덕성, 친사

회적 역할 정체감 등의 변인이 있었고, 환경요인 중 부모요인으로는 부

모의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모니터링, 부모 역

할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분노조절, 정서조절, 부모 행복, 부모지지, 자

녀 격려, 가족 간 유대감, 부모의 결혼갈등, 지지적 부부관계, 부부간 유

대감, 부부 공동양육, 공감적 태도, 공감적 설득, 엄격한 훈육, 귀납적 훈

육, 합리적 훈육, 자율성 존중, 책임부여, 인성교육, 애정적 양육태도, 문

제해결력, 긍정적 의사소통, 안내 ․ 설명하기, 자녀와 여가활동 등의 변

이이 있었다. 또래요인으로는 친구의 친사회행동, 친구지지 등이 있었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지지,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변인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역량모형 초안을 마련하였다. 역량모형 초

안은 총 8개 상위역량과 20개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상위역량인 

‘온정적 양육’에는‘애정적 양육태도’, ‘공감’, ‘자녀와 여가생

활’, ‘자녀 모니터링’역량을 포함하였고, 상위역량인 ‘자녀 존중’

에는 ‘긍정적 의사소통’, ‘자율성 존중’, ‘합리적 훈육’을 포함하

였다. 상위역량인 ‘부부지지 관계 형성’에는 ‘부모 역할 만족’, 

‘부부 공동양육’, ‘지지적 부부관계’를 포함하였고, 상위역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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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기관리’에는 ‘정서 조절’, ‘자기 성찰’, ‘긍정정서 유

지’, ‘부모역할 학습’을 포함하였다. 상위역량인 ‘친사회행동 수행 

교육’에는 ‘친사회행동 실천’, ‘친사회행동 모범보이기’, ‘친사회

행동 교육’을 포함하였고, 상위역량인 ‘반사회행동 훈육’에는 ‘반사

회행동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상위역량인 ‘자기규제 훈련’에는 ‘자

기관리 교육’을 포함하였고, 상위역량인 ‘지지적 주변환경 조성’에는 

‘주변환경 관리’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역량모형 초안을 바탕으로 역량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하

는 초점집단회의(FGI)를 실시하였다. 역량 자체의 타당성 뿐 아니라 역

량의 분류 타당성도 검토받았고, 이를 통해 1차 역량모형을 정리하였다. 

1차 역량모형은 ‘양육 역량군’과 ‘친사회교육 역량군’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양육 역량군’은 ‘친사회교육 역량군’에 속하는 

역량들의 질적 발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선행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

량들로 구성되어 있고, ‘친사회교육 역량군’은 친사회교육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역할하는 역량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 역량군’에는 

‘온정적 양육’,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 ‘자기관리’역량이 포함

되고, ‘친사회교육 역량군’에는 ‘자녀 멘토링’, ‘자기규제 훈련’,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 역량이 포함되었다. 상위역량별 하위역량을 

살펴보면, ‘양육 역량군’의 상위역량인 ‘온정적 양육’에는 ‘자녀이

해’, ‘민감한 정서반응’, ‘성취과정 격려’, ‘요구 충족’, ‘여가

시간 확보’, ‘애정적 대화’역량이 포함되었고, 상위역량인 ‘지지적 

가족풍토 형성’에는 ‘자녀 수용’, ‘가족성원권 존중’, ‘자율성 존

중’, ‘사회성 개발 장려’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상위역량인 ‘자기 

관리’에는 ‘자기 성찰’, ‘정서 조절’, ‘신념기반 자녀교육’, ‘역

할 학습’이 포함되었다. ‘친사회교육 역량군’의 상위역량인 ‘자녀 

멘토링’에는 ‘모델링’, ‘자녀 배려’, ‘코칭’, ‘독서습관 조성’, 

‘성찰 교육’, ‘인내’, ‘자기주도성 격려’가 포함되었고, 상위역량

인 ‘자기규제 훈련’에는 ‘자기점검 훈련’, ‘자기옹호 훈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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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택 훈련’이 포함되었으며, 상위역량인 ‘공동체 지지환경 조성’에

는 ‘발달환경 조성’, ‘공동체 맥락 고려’, ‘가정-공동체 교육 연

계’가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 1차 역량모형을 바탕으로 총 2회의 델파이(Delphi) 조사

를 실시하여, 역량모형의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역량 분류의 타

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받아 최종 역량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 역

량모형은 2개 역량군에 각 3개의 상위역량과 각 10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역량군은 ‘부모 기본 역량군’과 ‘친사회교육 핵심 역량

군’으로 구분되었다. 부모가 친사회행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이고 애정적이며 신뢰로워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들은 크게 ‘온정적 자녀양육’, ‘자녀 주체성 존

중’, ‘자기 관리’임이 밝혀졌고 이들을 묶어 ‘부모 기본 역량’이라 

명명하였다. 이 역량들은 다른 여러 가지 역량들이 제 기능을 하게 하

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신뢰롭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

할 때에는 부모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

다(Narvaez, 2002). ‘온정적 자녀양육’역량은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

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충분한 애정표현’, ‘민

감한 정서반응’,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역량을 포함한다. ‘자녀 주체성 존중’역량은 자녀의 삶의 주체

는 자녀임을 인식하고 자녀의 결정과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는 능력으로 

‘자녀 자율성 장려’,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역량을 포함한다. ‘자기관리’역량은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으로 

‘자기 성찰’, ‘자기 정서조절’, ‘부모역할 학습’역량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친사회행동 모델’,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친사회행

동 교육환경 관리’로 구성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묶어 ‘친사회교육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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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량’이라 명명하였다. 이 역량군은 친사회성에 대한 가치 형성이 

미성숙하고 친사회행동과 관련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친사회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이끌며, 친사회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들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였다. 

‘친사회행동 모델’역량은 자녀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부모가 자

녀에게 지도와 조언을 통해 자녀의 친사회성 개발을 돕는 능력으로 ‘친

사회행동 모범 실천’, ‘친사회적 동기 자극’, ‘친사회행동 기회 마

련’,‘친사회적 추론 지도’역량을 포함한다.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

련’역량은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가치나 환경을 성찰·점검하면

서 친사회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지도 및 연습시키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성찰 지도’,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역량을 포함한다.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역량은 자녀가 일

관된 환경 속에서 친사회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의 주변환경과 소

통하며 환경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공동체 문화 점검’, ‘친

사회문화 경험 제공’,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역량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던 

아동·청소년들의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역량의 형태로 

정리하고, 실제로 친사회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부모가 지니고 있는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초·중등학생의 부

모가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지니면 도움이 되는 능력들을 이론

적, 실천적 정보를 종합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라 생각

된다.

2) 부모역량모형 타당성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 교

차 타당성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역량모형이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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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더라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지 신뢰도를 검증

하고, 각 역량들이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잘 측정되는지 구성개념 타당

성을 검증한 뒤, 초등학생의 부모 집단과 중등학생의 부모 집단으로부터 

얻은 결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교차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차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 group con-

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부모역량모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의 값

을 활용하여 부모역량모형에 대한 부모의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

타나는지 확인하였다. Cronbach의 값은 일반적으로 값이 .8 이상이

면 매우 강한 일관성을 의미하며, .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일관성을 가

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738에서 .917 사

이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고, 중등학생의 부모들은 .708에서 .921 사이

의 내적 신뢰도를 보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신뢰도가 확

보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모역량모형의 역량들과 그것을 측정하는 문항 사이의 일

치성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

를 의미하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서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판별타당성(nomological validit

y)을 검증하였다. 집중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

E),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606에서  .90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었고, 요

인부하량에 대한 유의성이 7.041에서 20.248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 

부모역량모형의 집중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AVE 값이 

.766에서 .944 사이에 있어 모두 .5 이상의 값을 가짐에 따라, 집중 타

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R. 값은 .927에서 .985 사이에 있어 

모두 .7 이상의 값을 가짐에 따라,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중 타당성 다음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판별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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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는데, 다음의 세 가지를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잠재변

수의 AVE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지 살펴본 결

과,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친사회적 추론 지도’와 ‘친사회적 성

찰 지도’간 상관계수의 제곱 즉,   이고, ‘친사회적 추론 

지도’의 AVE 값은 .804이고, ‘친사회적 성찰 지도’의 AVE 값은 .8

21 임에 따라, 두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판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에 

±2 곱하기 표준오차를 계산(±)한 결과 값이 1을 포함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변수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쌍인‘친사회적 추론 지도’와 

‘친사회적 성찰 지도’간 상관계수는 .889이고 두 잠재변수 간 표준오

차는 .051이었으며, 이를  [± ]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값이 .99

1에서 .787의 범위로 나타나 1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별 타당성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제약 모델과 제약모델간의 ∆ 값을 

살펴보았는데, 비제약모델은   =2390.247(df=1376)이고, 제약모델

은 =2507.714(df=1461)이다. df=85일 때, ∆=117.467로 3.84

보다 크므로 유의함을 확인하여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부모역량모형의 문항이 초 ․ 중등학생의 부모 간 동일하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타당성(cross validation)을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초 ․ 중등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모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onfirma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형태 동일성 검증,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증, 절편 동일성 검증, 공분산 동일성 검증, 잔차 동일성 검증 

순으로 측정 동일성(measruement invaria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초등학생 부모와 중등학생 부모의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한 형태 동

일성을 검증한 결과 =2390.247(=.000), df=1376, GFI=.913, 

TLI=.932, CFI=.947, RMSEA=.041(0.38-0.44)로 나타나, 모형 적

합도 기준인 GFI, TLI와 CFI값은 .95 이상, RMSEA 값은 .06 이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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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 형태 동일성이 충족됨을 확인하여 본 연구모형이 현실의 자료

와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단위 동일성을 요인부하량 

동일성으로 검증한 결과, =2418.599(=.000), df=1406, 

GFI=.910, TLI=.942, CFI=.947, RMSEA=.041(0.38-0.44)로 나타

나, 형태 동일성에서 검증된 모형과 요인부하량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

형의 ∆(30)=28.352이고  분포표에 의해 df=30(=.05)일 때 

=43.77임에 따라 ∆ 값이 43.77 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FI 값의 차이가 0임에 따라, CFI 값의 차이가 -.01보다 작아 

측정단위 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문항과 잠재

변인 간 관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잠재변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된 집단에 상관없이 동일한 검사 점수를 얻는지 측정

원점 동일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55)=89.125이고  분포표에 

의해 df=55(=.05)일 때 =43.77임에 따라 ∆ 값이 43.77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변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이 소속 집단에 따라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데, 초·중등학생의 부모 집단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각 역량의 중

요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석을 통해 해석을 해야 하는 부

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역량모형의 교차 타당

성이 검증되었고, 이로써 부모역량모형이 초등학생의 부모와 중등학생의 

부모에게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개발된 부모역량

모형의 역량 개념들이 초등학생 부모와 중등학생 부모에게 동일하게 인

식된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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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모형개발을 통해 오늘날의 초·중등학생의 부모들이 자녀 

친사회행동 교육을 위해 중요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를 정리하였다.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들이 쉽게 등한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어떠한 내용

에 집중해서 인성교육을 해야하는지를 밝혀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자녀 친사회성에 대

한 영향요인으로만 밝혀져 있었던 여러 부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역량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부모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었다. 이는 향후 부모교육과 관련한 진단도구 개발이나 교육 프로그램, 

사회 제도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둘째, 기존의 친사회성이나 친사회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관련 요

인 분석, 요인 간 관계 분석, 개발을 위한 이론 고찰, 개발이론을 바탕으

로 한 효과성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

하여 자녀의 친사회행동을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부모를 통해 실제 자녀교육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가 친사회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자녀의 친사회행동과 관련이 있는 부모 요인을 나열한 것이 아

닌, 실제 부모들의 행동과 전문가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 자녀 친사회행

동을 발현하는데 필요한 부모 능력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관련 연구 등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모형과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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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요인들을 실제 자녀교육의 현장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기보고 응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녀 또는 배

우자 등 부모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응답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행동에 대해 부모 응답과 자녀 응답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데(권애경 외, 2011; 기광도, 2011), 자기가 자

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녀교육이라는 민감

한 주제임에 따라 응답을 이상적으로 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김경, 2010; 김순양, 2010), 의미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 다면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형태만을 고려

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와 자녀의 구성을 만족하지 않는 가족 유형에 적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유형

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가 반복 진행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친사회성 또는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SES 수준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역량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개발이 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SES와 같이 개발이 어려운 요인은 제외하였는

데, SES 수준을 고려한 역량 모형을 개발하고 또 그 수준에 따라 교육요

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후속 연구에서 분석해보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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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친사회행동 척도

선생님의 학급 내 학생들을 한 명씩 떠올리시면서, 그 학생의 행동

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학생 이름 : (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치거나 아픈 친구를 부축해주거나 가방

을 들어준다.
1 2 3 4 5

2 친구의 단점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이해한다. 1 2 3 4 5

3 따돌림을 받는 친구와 같이 놀아준다. 1 2 3 4 5

4 친구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준다. 1 2 3 4 5
5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친구를 위로해준다. 1 2 3 4 5

6
자기 책임이 아닌 학급 일을 자발적으로 

돕는다.
1 2 3 4 5

7
청소당번이 아니지만 친구가 하는 청소를 

돕는다.
1 2 3 4 5

8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말한다.
1 2 3 4 5

9 봉사활동(학교, 종교단체 등)에 참여한다. 1 2 3 4 5

10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와 나누어 먹

는다.
1 2 3 4 5

11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협동한다. 1 2 3 4 5

12
조별수업에서 하기 싫거나 어려운 일을 

맡아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
1 2 3 4 5

13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와 준비

물을 함께 쓴다.
1 2 3 4 5

14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한다. 1 2 3 4 5

15 친구들의 싸움이 일어날 때 말린다. 1 2 3 4 5

16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공부나 

숙제를 도와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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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종 부모역량모형

I. 부모 기본 역량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부모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

1. 온정적 자녀양육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

1) 충분한 애정표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언어적 · 비언어적으로 충분하게 표현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자녀의 행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예: ‘수고했어’, ‘괜찮

아’,‘잘하고 있어’,‘항상 응원할게’ 등)을 자주 한다. 

➁ 자녀에게 부모의 애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예: ‘사랑해’,‘고마워’,

‘우리 딸/아들’ 등)을 자주 한다.

➂ 자녀에게 자녀가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동(예: 포옹, 등 토닥이

기, 가벼운 스킨쉽 등)을 자주 한다.

➃ 자녀가 외출이나 귀가할 때,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동

(예: 활짝 웃으며 현관에 마중 나오기 등)을 한다. 

1. 온정적 자녀양육

2) 민감한 정서반응

자녀 행동의 의도와 감정 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➀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 

➁ 자녀의 기분이나 생각을 수시로 묻고 그에 대한 응답을 들은 뒤 적절한 반응을 

한다. 

➂ 자녀의 표정, 말투,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린 

뒤 적절한 반응을 한다. 

➃ 자녀의 미세한 변화(예: 말끝흐리기, 시선피하기 등)를 재빨리 알아채어 적절한 

반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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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정적 자녀양육

3) 자녀 특성 및 생활 파악

자녀의 특성(예: 성격, 발달 수준 등)과 생활(예: 또래관계, 생활패턴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능력

➀ 자녀의 특성(예: 기질, 성격, 발달수준 등)을 알고 있다. 

➁ 자녀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친구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➂ 자녀의 흥미, 관심사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➃ 자녀의 하루일과와 생활패턴 대부분을 알고 있다. 

1. 온정적 자녀양육

4)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능력

➀ 자녀와 대화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매일 마련한다.

➁ 자녀와 함께 휴식(예: 차마시기, 티비보기 등)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➂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예: 운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을 같이 정하

고, 주기적으로 그 활동을 위한 시간을 비워둔다.

➃ 자녀가 부모의 참여를 원하는 활동(예: 자신의 동아리공연, 부모참관수업 등)

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스케쥴을 조정하여 시간을 마련한다. 

2. 자녀의 주체성 존중

자녀 삶의 주체로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의 결정과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는 

능력

1) 자녀 자율성 장려

자녀가 자신의 생각, 가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하여 행동하도록 자

녀를 장려하는 능력

➀ 자녀가 해야 할 일(예: 숙제, 방청소 등)은 자녀 스스로 하게 한다.

➁ 자녀가 자신의 일(예: 동아리 활동, 일과계획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➂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자녀 스스로 해보도록 격려한다. 

➃ 자녀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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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주체성 존중

3) 자녀성장 잠재성 신뢰

자녀에게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

며 성장·발전을 기다리는 능력

➀ 자녀가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묻고, 존중하며 격려해준다. 

➁ 자녀에게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말(예: ‘엄마/아빠는 널 믿어’등)을 자주 

한다.

➂ 자녀의 행동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지리라 믿고 기다린다. 

➃ 자녀에게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며 올바른 

성장을 돕는다.

2. 자녀의 주체성 존중

2) 자녀와의 민주적 소통

자녀와 서로 가족구성원이라는 대등한 위치에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도록 격려한다. 

➁ 자녀의 의견이 부모와 다르더라도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겸허히 수용한다. 

➂ 가족의 결정(예: 가족여행, 가족규칙 결정 등)에 자녀의 의견도 존중하여 반

영한다. 

➃ 자녀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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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관리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적 ·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

1) 자기성찰

부모가 자신의 언행이나 가치관, 신념 등이 부모로서 바람직했는지 반성하고 

점검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루 행동을 되돌아본다. 

➁ 자녀에게 말과 행동의 실수가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고,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

지 않도록 행동계획을 수정한다.

➂ 자기 삶을 성찰하는 활동(예: 종교, 명상 등)을 통해 자녀교육과 관련한 자신

의 생각이나 믿음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한다. 

➃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 행복, 자유 등)가 자녀교육에서도 일관되게 

지향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3. 자기관리

2) 자기 정서조절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여 긍정 정서는 유지하고 부정 정서는 신속하게 

환기하는 능력

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하지 않도록, 자녀를 대할 때 수시로 자신의 감

정상태를 점검한다. 

➁ 자녀에게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하게 이야기

한다. 

➂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하는 나만의 활동(예: 산책하기, 수다떨기 등)이 있다. 

➃ 매사에 긍정적인 관점과 감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예: 행복강연 듣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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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관리

3) 부모역할 학습

부모가 자신의 역할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예: 책, 강의, 

지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➀ 바람직한 자녀교육방법에 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예: TV, 블로그, 책 

등)에서 관련 컨텐츠를 챙겨본다. 

➁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 또는 이미 

이 시기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 

➂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한

다. 

➃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역할을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한다.  

II. 친사회교육 핵심 역량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부모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

1. 친사회행동 모델

자녀의 친사회행동 발현을 위해 자녀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

1) 친사회행동 모범 실천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부모가 친사회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➀ 생활 속에서 자녀에게 직접 친사회행동을 실천한다. 

➁ 자녀가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사회행동을 한

다. 

➂ 자녀 앞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예: ‘먼저 하세요’ 등)을 생활화한다. 

➃ 자녀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예: ‘좀 도와드릴까

요?’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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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사회행동 모델

2) 친사회적 동기 자극

자녀가 친사회적 태도와 신념을 가지도록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보람 있고 유익하며 꼭 필요한 일임을 말해

준다. 

➁ 자녀가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한다. 

➂ 자녀가 타인을 돕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보이면, 진심으로 칭찬한

다. 

➃ 자녀에게 부모가 보람이나 만족을 느꼈던 친사회행동 경험담을 들려준다.

1. 친사회행동 모델

3) 친사회행동 기회 마련

자녀에게 자녀 자신의 내적 동기나 신념에 따라 친사회행동 실천이 가능한 

기회를 마련해주는 능력

➀ 자녀가 가정에서 가족에게 친사회행동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연습해볼 수 있도

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➁ 자녀가 자신과 친밀한 사람(예: 친구, 친척 등)에게 친사회행동을 해볼 수 있

도록 격려한다. 

➂ 자녀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변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도

록 지원한다.

➃ 자녀가 해보고 싶은 친사회활동(예: 사회봉사, 불우이웃 돕기 등)이 무엇인지 

묻고, 참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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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사회행동 모델

4) 친사회적 추론 지도

자녀가 자신 또는 타인의 친사회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적 사고와 도덕적 추

론을 해보도록 지도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자신이 타인을 도왔던 경험 중 아쉽거나 후회되는 것이 있는지, 이

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➁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➂ 자녀에게 타인의 친사회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나’라면 어떻게 행

동했을지 생각해보게 한다. 

➃ 자녀와 함께 가상(예: 책, 영화 등) 인물의 친사회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결

과를 생각해본다.

2.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자녀가 자신의 친사회행동 수행 지속을 위해, 스스로 자기 가치관과 환경을 

점검하고 자신을 격려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능력 

1) 친사회적 성찰 지도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

➀  자녀에게 스스로 적절한 친사회행동의 수준(예: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야 한다’,‘나에게 해가되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돕는다’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➁ 자녀에게 자신이 타인을 도왔을 때 경험했던 감정(예: 보람 등)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➂ 자녀에게 평소에 실천하기 쉬운 도움(예: 준비물 빌려주기 등)과 노력이 많이 

드는 도움(예: 연탄나르기 등) 간 도움의 가치에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보게 한

다. 

➃ 자녀에게 자신의 신념과 주변 분위기 중 무엇에 따라 친사회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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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2) 친사회행동 유지 훈련

자녀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도모하여 친사회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는 과정을 반복 연습시키는 능력

➀ 자녀에게 자기 스스로를 친사회능력이 충분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는 말(예:‘네 도움은 언제나 정말 도움이 돼’등)을 늘 해준다. 

➁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친사회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예: ‘정말 도움이 되었

어’등)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여 자신의 행동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➂ 자녀에게 혼자 실천하기 어려운 친사회행동(예: 왕따친구 돕기 등)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실천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➃ 자녀에게 성공하기 쉬운 친사회행동(예: 자리 양보하기 등)부터 해 볼 것을 

제안하여, 친사회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다. 

2. 친사회행동 자율성 훈련

3) 친사회환경 점검 훈련

자녀가 자신의 친사회행동을 방해하는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과

정을 반복 연습시키는 능력

➀ 자녀에게 자신의 친사회행동을 비웃거나 하찮게 여기는 말(예: ‘나댄다’등)

에 동요되지 말고, 그 말이 가치로운 말인지를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➁ 자녀에게 친사회적이지 않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실천가능한 방법

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➂ 자신이 속한 집단 중 친사회적이지 않은 집단이 있는지 점검하고, 집단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➃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신념대로 친사회행동을 하기 불편했던 환경의 특성을 

정리하고, 앞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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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

자녀가 일관된 환경 속에서 친사회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 주변환경과 

소통하며 문화를 점검하는 능력

1) 공동체 문화 점검

자녀가 속한 공동체(예: 이웃, 학교, 종교시설, 학원 등)가 친사회적인 문화

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능력

➀ 자녀의 친구들이 서로 돕고 위할 줄 아는지 살펴본다. 

➁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예: 담임교사, 성직자 등)이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위하도록 가르치는지 살펴본다. 

➂ 자녀가 참여하는 활동(예: 동아리 등) 중 타인을 돕고 위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이 있는지 살펴본다. 

➃ 자녀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예: 이웃 등)이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3.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

2) 친사회문화 경험 제공

자녀가 친사회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

➀ 구성원간 서로 돕고 위하는 분위기를 가진 공동체에 자녀를 참여시킨다. 

➁ 자녀의 도움행동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도우려는 의도나 마음의 가치를 알아

주는 사람들과 자녀가 만나도록 한다.  

➂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친사회행동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만나도록 한다. 

➃ 자녀가 실제로 타인을 잘 돕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볼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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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사회행동 교육환경 관리

3) 공동체와의 적극적 소통

자녀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가정의 친사회교육 방향 및 내용

을 점검해보는 능력

➀ 학부모 모임 등에 참여하여 부모들과 서로 어떠한 친사회행동을 중요하게 가

르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➁ 담임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각자 어떠한 친사회교육을 하

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본다. 

➂ 동네 커뮤니티(예: 아파트 입주자 카페, 거주지역 맘카페 등)에서 자녀들의 

친사회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본다. 

➃ 자녀 양육이나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예: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서로의 자녀 친사회교육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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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Parental Competency Model for 

Prosocial Behavior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Yoon, 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value of prosocial behavior is noticed by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in today's society, this study examined 

what competencies parents should have in order for their chil-

dren to develop prosocial behavior. Prosocial behavior continues 

to develop in life from an early age. Therefore, in order to be-

come an adult who performs mature prosocial behavior, it is 

necessary to experience positive factors related to prosocial be-

havior in the earlier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arental 

competency model for the prosocial behavior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To this end, the competency model was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behavioral event inter-

view(BEI), focus group interview(FGI), Delphi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ompetency modeling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competency model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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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developed parental competency model consisted of three 

upper competencies and ten lower competencies in two com-

petency groups. Competency groups were divided into 'parental 

basic competencies' and 'prosocial education core competencies'. 

'parental basic competencies' are the competencies needed for 

other parental competencies to function fully, and fundamentally 

necessary for parents to educate thei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t includes ‘warmth parenting’, ‘respect for child’s 

subjectivity’ and ‘self management’. ‘prosocial education 

core competencies’ are the competencies of parents to develop 

their child's prosocial behavior. It included 'prosocial behavior 

model', 'prosocial behavior autonomy training' and 'prosocial be-

havior education environment management'. The validity of the 

parental competenc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through reliability verification, construct concept validity test and 

cross-validity test. Through this, it was verified that the com-

petencies of the developed parental competency model are per-

ceived equally by the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 parents.

The parental competency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the factors affecting prosocial behavior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who practice a lot of pro-

social behaviors. This is meaningful because it reveals the pa-

rents' ability of par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possess thei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by com-

bin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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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ponses of people who can see 

and evaluate the parents such as children or spouses at close 

rang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istorting the parents' 

self-reported responses. Second, the research needs to be re-

pea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mily types. Third, there is a 

need to develop competency models that take into account SES 

levels.

  keywords : Prosocial Behavior, Parental 

Competency,  Competency Model, 

Competency Modeling

   Student Number  :  2011-3042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문제 
	3. 용어의 정의 
	1) 친사회행동
	2) 부모역량


	II. 이론적 배경
	1.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1) 친사회행동의 개념
	2) 친사회행동의 발현 원리
	3) 친사회행동과 부모 변인 

	2. 부모역량모형
	1) 부모역량의 개념
	2) 부모역량모형 개발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2. 자료수집 및 분석

	IV. 연구결과
	1. 부모역량모형 개발 단계
	1) 행동사건면접(BEI)
	2) 초점집단회의(FGI)
	3) 델파이(Delphi) 조사

	2. 부모역량모형의 타당화 단계
	1) 신뢰도 검증
	2)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3) 교차 타당도 검증


	V. 결 론
	1. 요약 및 논의
	1) 부모역량모형 개발
	2) 부모역량모형 타당성 검토

	2.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s


<startpage>12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1) 친사회행동 6
   2) 부모역량 6
II. 이론적 배경 8
  1. 초․중등학생의 친사회행동 8
   1) 친사회행동의 개념 8
   2) 친사회행동의 발현 원리 10
   3) 친사회행동과 부모 변인  12
  2. 부모역량모형 18
   1) 부모역량의 개념 18
   2) 부모역량모형 개발 23
III. 연구방법 27
  1. 연구절차  27
  2. 자료수집 및 분석 29
IV. 연구결과 38
  1. 부모역량모형 개발 단계 38
   1) 행동사건면접(BEI) 38
   2) 초점집단회의(FGI) 77
   3) 델파이(Delphi) 조사 83
  2. 부모역량모형의 타당화 단계 90
   1) 신뢰도 검증 91
   2)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96
   3) 교차 타당도 검증 106
V. 결 론 110
  1. 요약 및 논의 110
   1) 부모역량모형 개발 110
   2) 부모역량모형 타당성 검토 114
  2. 시사점 및 제언 118
참고문헌 121
부 록 133
Abstracts 14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