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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effects of the Active Parenting Today (APT) program based on King's Goal 
Attainment Theory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in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Methods: This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39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19 in the experiment group and 20 in the control group) who were registered at two com-
munity children centers in G city.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APT program (2 hours/session/week) and telephone 
counseling (2 times/week) for 8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t-test, Fisher exact probability test, and ANCOVA 
with the SPSS/Win15.0 program. Results: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
trol group.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PT program based on King's Goal Attainment Theory is useful in reducing parenting 
stress, creating positive parenting behavior change, and promoting parenting satisfaction in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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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령기는 사회성과 독립심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통제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충동적인 

행동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부모역할은 아동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Kim et al., 2010).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사회 안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해주는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부모역할(Hong, 1995)

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사회는 진로와 직업, 지역사회활동, 정치적 

참여, 예술, 취미, 스포츠 등과 같은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고 몰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 위

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Hong, Noh, Cha, & Choi, 2007). 

이와 같이 현대에서 부모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문적 

수준으로 부모역할이 확장되고 있다(Do, 2010).

부모역할의 주요 하위개념으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부

모역할만족도가 있다(Kim, Kang, Cho, Song, & Ji, 2008).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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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

한 과정에서 어머니는 정서적 긴장감을 갖게 되고 양육 시 요구되

는 부담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된다(Crnic & Greenberg, 

1990).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

며 비효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Kim et al., 2008), 양육능력에 대

한 자신감을 상실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

을 경우 그 결과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Kim & Doh, 

2004) 역기능적인 학령기아동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에 학령기 아동

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부모역할 증진

에 아동간호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Popkin (1983)이 개발하고 Hong (1995)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적극

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Today: APT)은 자녀들

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필요한 자질인 협동

심, 책임감, 용기, 자기존중감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가 그 기술과 지

식을 습득하는 것을 돕는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은 비디

오 보기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와 가족화목활동에 대한 역할

실습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마음을 나누며, 적극적인 

역할을 연출하는 집단 학습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 도모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Hong et al., 2007).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Goal Attainment Theory)’에서 추구

하는 간호목표는 간호사와 대상자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 집

단, 지역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간호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간호사와 대상자는 상호간에 문제와 장애를 확인하고 

공통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 합의하는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학령기아동 어머

니의 적극적 부모역할 증진이라는 간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므로 King의 ‘목표달성이

론’이 매우 유용하다.

King (1981)의 이론을 검증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 스웨덴, 미

국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에 적용한 결과 

논한 Frey, Rooke, Sieloff, Messmer와 Kameoka (1995)는 King의 ‘목표

달성이론’이 각 국가 간의 문화적 민감성과 적용가능성에 차이가 없

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King의 ‘목표달성이론’을 적용한 국내외 연

구 중 NICU의 간호사와 입원한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목표달성

이론을 적용한 Norris와 Hoyer (1993)의 연구와 산욕초기초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 (1992)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간호목표달

성방법 합의가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아동간호실무영역에 있어

서 King의 목표달성이론이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국내의 연구는 교육상

담학 분야에서 다수 수행(Jang & Yu, 2008; Kim, Oh, Oh, & Hur, 2008; 

Lee, Ryoo, & Kim, 2007)되었으나 간호학분야에서는 Min (2008)이 

ADHD 학령기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외에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

히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그램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모역할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아동간호사로서 연구자는 학령기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학령기아동 부모의 적극적 부모역할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부모

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 지역사회 아동간호 실무발

전을 위한 실증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

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

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가 설 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양육스트

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

2) 가  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양육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부 가 설 2-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할 

것이다.

     부 가 설 2-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덜할 

것이다.

3)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3.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King (1981)의 ‘목표달성이

론’의 주요 개념들을 토대로 하여 이론적 기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King의 ‘목표달성이론’은 행위, 작용, 반응, 반작용, 상호작용 그리

고 교류작용을 내포하는 일련의 행위에 근거한다. 간호사인 연구자

(이하 간호사)와 학령기아동 어머니(이하 어머니)는 King의 대인관

계 체계 안에 존재하며, 간호사와 어머니의 행위(작용)는 간호사가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제의하는 것이고, 반응(반작용)

은 어머니가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참석에 동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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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호사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단계에서 문제 사정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방해가 되는 요인(예, 과잉보호, 완벽주의, 분노, 기꺾기, 

무관심, 부정적인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며, 상호 설정된 목표는 양

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모역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와 어머니는 집단교류작용(주 1회 120분 총 8회)과 개별

교류작용(주 2회 5분 총 16회)을 통해 8회기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간호사와 어머니 간의 교류작용 단계

는 상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한 방법을 수행하는 단

계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집단교류작용

과 개별교류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며 부

모역할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

할훈련 프로그램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

군 전후 설계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IRB 승인을 받기 위해 저자 중 1인이 

속한 대학에 의뢰하였으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행한 연구

에 대한 승인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승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결과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Nurse: Suggest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Mother: Agree to Attend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Disturbance or Problem
· Over-protection, Perfectionism
· Anger, Confidence reduced
· Indifference, Negative thoughts

Mutual goal setting
· Reduce parenting stress
· Make positive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 Promotion of parenting satisfaction

Explore and agree on means to achieve goal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 Group transaction: Once a week for 2-hour sessions for 8 weeks
· Individual transaction: Once a week for 5 minutes at a time for 8 weeks

Goal(s) attained
· Reduce parenting stress
· Change parenting behavior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 Enhance parenting satisfaction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Nursing intervention implementation

Nurse

Action

Reaction

Transaction

Interaction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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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연구자는 인간 생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본 연구

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머니를 표

적모집단으로 하고, 2010년 6월 16일부터 동년 8월 14일까지 G광역

시의 N구와 B구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편

의표집하였다. 연구자는 G광역시 N구 M 지역아동센터(실험군)와 

B구 Y 지역아동센터(대조군) 2개의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자의 협조를 얻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연구 대상자에

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가능성, 

자료수집방법 및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연

구참여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서면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의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Cohen (1988) 공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적극적 부

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찾기 힘

들었으나, Bang (2009)의 ‘빈곤계층 영유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을 위한 조기간호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로 본 연구의 주 연구변수와 흡사하였다. Bang은 효

과크기를 .80으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

성 상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높은 탈락률이 예상되어 유의수준

(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50으로 결정하여 그룹 당 최소표

본크기는 17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을 예상하여 실험군 23명, 대

조군 22명 총 45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실험군 3명은 

귀가시간에 맞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하였고, 대조군 2명은 측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탈락하

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된 대상자는 실험군 19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39명이었으며, 탈락률은 약 13.3%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둘째, 지 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머니로서 프로그램 

교육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자.

셋째,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경험이 없는 자.

넷째, 의 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Chung, Lee, & Park, 2008), 양육행동(Lim, 2001), 부모역할만족도

(Hyun & Cho, 1994)로서 도구개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 측정도구의 내용이 본 

연구에 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3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아동전문병원의 기혼 간호사 5명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설

문지의 구성과 내용타당성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2010

년 6월 9일과 10일에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N구의 M 지역아동센터

에 등록된 학령기 아동 어머니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

구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대상자가 설문지 작

성 시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나 질문지 응답 시의 반응을 파악하여 

설문지 내용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는 한국형 부모양

육스트레스 Cronbach's α= .73, 양육행동 Cronbach's α= .75, 부모역할

만족도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 (1995)이 제작한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를 Chung 등(2008)이 표준화 한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K-

PSI)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6개 문항으로 3개의 하

위영역인 부모의 고통 12개 문항, 역기능적 상호작용 12개 문항, 까

다로운 아동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

저 36점부터 최고 1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 코딩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hung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 .80-.92이었다.

2)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Park과 Lee (1990), Lee (1998) 연구에 기초하여 Lim 

(2001)이 수정·보완한 양육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3개 문항으로 6개의 하위영역인 합리적 지도 9개 문항, 애정 9

개 문항, 과보호 9개 문항, 일관성 있는 규제 3개 문항, 지시/통제 6

개 문항, 거부/적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의 범

위는 최저 43점부터 최고 215점까지로 점수의 범위는 변화된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이상의 하위영역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지도,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는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고, 

과보호, 거부/적대, 지시/통제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여 

양육행동 정도를 파악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L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57-.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6-.8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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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3)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는 Hyun과 Cho (1994)가 개발한 부모역할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8개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

역인 일반적 만족도 11개 문항,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10개 문항, 배

우자지지 10개 문항, 부모역할갈등 11개 문항, 자녀지지 만족도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48점부터 최고 

2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부정문항은 역 코딩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Hyun과 Cho 

(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8-.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61-.75이었다.

4.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실시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은 King (1981)의 ‘목표달성이

론’을 토대로 Popkin (1983)이 개발하고 Hong (1995)에 의해 국내에 도

입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Active Parenting Today [APT])

이다. G광역시에 소재한 아동전문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

자는 급성질환에 걸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아동과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이 학업위주의 

인지발달을 위한 양육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서발

달을 위한 온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양육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극적 부모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어머니 2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필

요한 자질인 협동심, 책임감, 용기, 자기존중감을 길러주기 위한 부

모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

하였다. 이에 더해 연구자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

머니의 부모역할 교육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적극적 부모

역할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4

인의 자문을 받아 본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Table 1).

본 프로그램은 집단교류작용과 개별교류작용으로 되어 있다. 집

단교류작용은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극적

인 부모란?’, ‘용기와 자기존중감 불어넣기’, ‘자녀를 이해하기’, ‘책임

감을 발전시키기’, ‘협동심을 구하기’,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 부모 

되기’의 총 6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그램 부모용 지침서를 제공하고 비디오를 통한 강의 및 토의, 역할

놀이, 가정활동, 경험나누기를 실시하도록 구성되었고, 개별교류작

용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적극적 부

모역할 수행에 대한 지지와 격려 및 자녀의 성장발달 증진 및 건강

문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프로그램 진행과정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 2인과 연구보조원 1인에 의해 8주 동안 운

영되었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연

구자 1인은 적극적 부모역할에 대한 소개 및 훈련을 통한 집단교류

작용에 역점을 두었고, 다른 1인의 연구자는 개별교류작용에 역점

을 두었으며 연구자와 1인의 보조연구원은 대상자가 동기를 부여받

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의 진행은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인 간호사(간호사)는 지역사회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머

니(어머니)에게 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어머니는 이를 수용하

여 참여에 동의하였다. 간호사와 어머니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자녀의 양육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모역할과 관련된 문제(과

잉보호, 완벽주의, 분노, 기꺽기, 무관심, 부정적인 생각 등)를 사정

한 후 상호설정된 목표인 양육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양육행동 강

화 및 부정적양육행동의 해소, 부모역할만족도 향상을 달성하기 위

한 방법으로 다음에 서술된 집단교류작용과 개별교류작용에 합의

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목표달성방법인 집단교류작용과 개별교류

작용 과정 속에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강화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해소하여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

는데 필요한 정보와 마음을 나눔으로써 적극적인 부모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집단교류작용

집단교류작용은 2010년 6월 16일부터 동년 8월 11일까지 G시에 

소재한 N구 M 지역아동센터 교육실에서 주 1회 120분씩 총 8회기

로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였다. 매 회기를 시작하기 전 30분 정도 지

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경험한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양육행

동에 대한 긴장을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만족할 만한 

부모역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교류작용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 50분 동안 적극적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역할

훈련 및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0분간 적극적 부모역

할 모델비디오테이프 시청을 통해 적극적 부모역할을 통한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확인한 후 다음 마지막 10분간의 종결의 시간을 가

져 120분 동안 운영하였다.

(2) 개별교류작용

개별교류작용은 집단교류작용을 통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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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임·오상은

Table 1.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Session Theme Transaction Contents

1 Introduction and 
  mutual goal setting

Group Introduce the Active Parenting Today(APT) program and schedule 
Make group rules and agreements
Talk about self and family 
Share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atisfaction
Set the mutual goal of reducing parenting stress, making parenting behavior change more positive, 
  and promoting parenting satisfact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2  The active parent Group APT parent's guide: What is an active parenting?
Styles of parenting 
Mutual respect and how to get it 
What’s your style and how does it influence your child?
Watch the video, role play, group discuss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3 Courage and 
  self esteem

Group APT parent's guide: How to building courage and self-esteem
The Think-Feel-Do cycle 
Success & failure cycles 
Watch the video, role play, group discuss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4 Understanding the children Group APT parent's guide: Understanding and redirecting misbehavior
Why children misbehave 
The 4 goals of behavior 
The FLAC* method of defusing power struggles 
Watch the video, role play, group discuss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5 Responsibility developing Group APT parent's guide: How to raise a responsible child
Teaching responsibility 
Effective non-violent discipline techniques
"I" messages 
Logical consequences 
Watch the video, role play, group discuss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6 Winning cooperation Group APT parent's guide: How to win cooperation with your child
Emotional intelligence 
Handling problems 
Active communicat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7 The active parenting in a   
  democratic society

Group APT parent's guide: The magic of family meetings
Teach problem-solving and positive values
Introduce conflict resolution and family meetings
Prevention strategies to avoid violence, drugs, alcohol, and tobacco 
Watch the video, role play, group discuss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8 Wrapping up the program Group Enhance mutual goal setting
Role play, group discussion
Give certification of program completion 

Individual Support and encourage through counseling
Promote growth & development and consult on health problems of children

*FLAC stands for feelings, limets, alternatives, an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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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주 동안에 주 2회(월요일과 금요일), 5분/1회, 총 16회 격려의 전

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

고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모역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

는 적극적 부모역할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교류

작용에서는 집단교류작용에서 공유하기 곤란한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졌고 자녀의 성

장발달 및 건강문제도 함께 상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상호교류작

용 시간을 가졌다.

5.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6월 16일부터 동년 8월 14일까

지였으며,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에게는 2010년 6월 16일에 프로그램 실시 전 인구학

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 정도에 대한 

사전 조사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을 위해 King (1981)의 ‘목표

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집단교류작

용과 상호교류작용을 통해 실시한 후 2010년 8월 11일에 8회기 프

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사전 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조군에게는 2010년 6월 18일에 사전 조사 설문지를 실시

하였고, 사후 조사 설문지는 2010년 8월 14일에 실시하였다. 대조군

에게는 연구가 종료된 후에 부모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조

군이 원한다면 프로그램을 실시해줄 것임을 약속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적극적인 부모역할에 관한 자료

만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정규성 검정은 표집수가 적어 모수통계 적용

가능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로 확

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t-test, Fisher exact probability test를 이용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정

결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부정적 양육행동 정도 및 부모역할만

족도 정도에서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으므로, 가설검정을 위해 공변량분석(ANCOVA) 방법을 사용하

였다.

연구 결과

1. 동질성 검정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9명으로 실험군 19명, 대조군은 

20명이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인 연령, 결혼기간, 학력, 직업, 경제상

태, 건강상태, 기질, 양육에 대한 정보와 자녀의 초등학교학년, 성별, 

출생순위, 건강상태, 기질 등에 대해 두 군의 동질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상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한 군임을 확인하였다(Table 2).

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t-test를 통해 실시한 결과, 

긍정적 양육행동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부정적 양육행동 정도 및 부모역할만족도 정도에서 각각 실

험군과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두 군은 동질한 집단이 아니

었다(Table 3).

2. 가설 검정

사전 동질성 검정결과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부정적 양육행동 

정도 및 부모역할만족도 정도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 가 설 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양육스트

레스 정도가 낮을 것이다’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

(1.80±0.26)이 대조군(2.41±0.40)보다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F=24.14, p< .001).

2) 가 설 2: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양육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를 검정하기 위해 다음 2개의 부가설을 검정하였다.

     부 가 설 2-1: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할 

것이다’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4.04±0.25)이 대

조군(3.40±0.45)보다 긍정적 양육행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 제1부가설은 지지되었다(F= 46.51, p< .001).

    부 가 설 2-2: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덜할 

것이다’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3.01±0.69)과 대

조군(3.20±0.51)간에 부정적 양육행동의 빈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어 제2부가설은 기각되었다(F= .43, p= .515).

3) 가 설 3: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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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임·오상은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N =39)

Variables Categories
Exp. (n=19) Cont. (n=20) Total (N =39)

χ2   p
n (%) n (%) N (%)

Mother Age (year) 30~39
≥40

13 (66.4)
6 (31.6)

13 (65.0)
7 (35.0)

26 (66.7)
13 (33.3)

0.05 .821

Age of spouse  (year) 30~39
≥40

7 (36.8)
12 (63.2)

6 (30.0)
14 (70.0)

13 (33.3)
26 (66.7)

0.21 .651

Length of marriage (year) 1~10
≥11

6 (31.6)
13 (66.4)

6 (30.0)
14 (70.0)

12 (30.8)
27 (69.2)

0.01 .915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9 (47.4)
10 (52.6)

10 (50.0)
10 (50.0)

19 (48.7)
20 (51.3)

0.03 1.000

Spouse'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8 (42.1)
11 (57.9)

7 (35.0)
13 (65.0)

15 (38.5)
24 (61.5)

0.21 .648

Job Yes
No

10 (52.6)
9 (47.4)

13 (65.0)
7 (35.0)

23 (59.0)
16 (41.0)

0.62 .434

Spouse' job Yes
No

18 (94.7)
1 (5.3)

20 (100)
0 (0.0)

38 (97.4)
1 (2.6)

1.08 .299

Monthly income
  (10,000 won)

1~199
≥200

8 (42.1)
11 (57.9)

6 (30.0)
14 (70.0)

14 (35.9)
25 (64.1)

0.62 .431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Non healthy

15 (79.0)
4 (21.0)

15 (75.0)
5 (25.0)

30 (77.0)
9 (33.0)

0.09 .770

Perceived temperament Gentle
Fastidious

14 (73.7)
5 (26.3)

11 (55.0)
9 (45.0)

25 (64.1)
14 (35.9)

1.48 .224

Parenting information Parents
Husband
Acquaintance
Mass media

4 (21.1)
1 (5.3)

13 (68.4)
1 (5.3)

2 (10.0)
2 (10.0)

12 (60.0)
4 (20.0)

6 (15.4)
3 (7.7)

25 (64.1)
5 (12.8)

0.28 .421

Child School grade 1~3
4~6

8 (42.1)
11 (57.9)

10 (50.0)
10 (50.0)

18 (46.2)
21 (53.8)

0.24 .621

Gender Male
Female

13 (66.4)
6 (31.6)

8 (40.0)
12 (60.0)

21 (53.8)
18 (46.2)

3.17 .075

Birth order 1st
2nd
3rd

15 (79.0)
3 (15.8)
1 (5.2)

9 (45.0)
8 (40.0)
3 (5.0)

24 (61.5)
11 (28.2)
4 (10.3)

4.75 .930

Mother's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Non healthy

17 (89.5)
2 (10.5)

19 (95.0)
1 (5.0)

36 (92.3)
3 (7.7)

0.42 .605

Mother's perceived  
  temperament

Gentle
Fastidious

15 (79.0)
4 (21.0)

13 (65.0)
7 (35.0)

28 (71.8)
11 (28.2)

0.94 .33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of Participants ( N =39)

Variables
Exp. (n=19)

M±SD
Cont. (n=20)

M±SD 
t p

Parenting stress 2.30±0.45 3.63±0.54 -4.03 < .001

Parenting behavi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

3.30±0.26
3.56±0.44
3.10±0.55

3.23±0.37
3.62±0.54
2.70±0.43

0.77
-0.40
2.46

.449

.690

.020

Parenting satisfaction 3.33±0.35 3.62±0.40 -2.36 .023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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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ANCOVA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3.87±0.31)이 대조군(3.37

±0.40)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 제 3가설은 지지

되었다(F=32.00, p<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머니(어

머니)를 대상으로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

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부모

역할만족도에 미친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는 정부가 2004년에 저소득 

가정 및 가족 기능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최근에는 지역아동센

터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센터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Kong & Seo, 2009).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

서 일반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상당 

수 이용(Lim, Lee, & Lee, 2010)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대상자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57%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의 97.4%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는 Lim 등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대부

분이 보호자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맞벌이부부 아동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반면 경제상태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월수입 기준으

로 200만원 미만이 35.9%를 차지하였는데 Lim 등의 연구에서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9%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지역에서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주로 이용되던 지역아동센터가 맞벌이부

부 자녀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아동에게 학습지도 및 종합적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친구나 직장동료 또는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받

는 경우가 64.1%였다. 이는 학령기아동의 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부

모역할 증진에 아동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King (1981)은 간호의 목표인 건강은 대상자가 자신이 가진 자원

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내외적 환경에서 유발되

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된 King의 ‘목표달성이론’에 근

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수행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는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지 않았

으나 소폭의 감소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향상과 부모역할만족도

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간호사인 연구자와 어머니 간의 

상호설정된 목표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양육행동의 긍

정적인 변화 및 부모역할만족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상호

작용과 교류작용을 통하여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수행한 결과라

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간호실무영역에서 King의 ‘목표달

성이론’을 적용한 연구 가운데 Norris와 Hoyer (1993)가 NICU의 간

호사와 입원한 신생아의 부모가 목표설정을 함께 한 후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작용과 교류작용 후 신생아의 부모는 부모역할에 매우 만

족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 유사하였다. 또한 산욕초기초산모를 대상

으로 연구한 Lee (1992)는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간호목표달성방

법 합의가 초산모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에 더해 Oh (2004)는 

학령기 아동이 입원생활 적응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가 

학령기 아동과 함께 간호목표를 설정하고 입원생활 적응 증진 프

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입원생활 적응이 증

진되어 King의 ‘목표달성이론’이 가족중심의 아동간호실무에 유용

함을 검증하였다.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서 간호사와 대상자가 간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관찰가능 

한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Table 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of Participants ( N =39)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F* p
M±SD M±SD 

Parenting stress Exp. (n=19)
Cont. (n=20)

2.30±0.45
3.63±0.54

1.80±0.26
2.41±0.40

24.14 < .001

Parenting behavior Exp. (n=19)
Cont. (n=20)

3.30±0.26
3.23±0.37

3.54±0.34
3.30±0.34

4.23 .047

Positive parenting behavior Exp. (n=19)
Cont. (n=20)

3.56±0.44
3.62±0.54

4.04±0.25
3.40±0.45

46.51 < .001

Negative parenting behavior Exp. (n=19)
Cont. (n=20)

3.10±0.55
2.70±0.43

3.01±0.69
3.20±0.51

.43 .515

Parenting satisfaction Exp. (n=19)
Cont. (n=20)

3.33±0.35
3.62±0.40

3.87±0.31
3.37±0.39 

32.00 <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 score is ANCOVA with pretest scores as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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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임·오상은

그램(Hong, 1995)에서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여 갈등을 효

율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건강하고 친밀한 가족관계

를 형성하도록 비디오 시청, 집단토의, 과제수행, 집단활동과 개인

활동, 양육기술 연습 등을 통해 적극적부모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의 대인관계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그램 적용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 본 연구 결과는 

Kim과 Oh 등(2008)이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적용한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는 결과와 유사하

였다. 반면 Min (2008)이 ADHD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을 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은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가 처한 환경과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호목

표달성이 집단교류작용과 개인교류작용을 통해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그램은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 일관성 있는 규제

와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건

강문제를 가진 학령기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Shin과 Cho 

(2002)와 Min (2008)의 연구에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들이 적극

적 부모역할모델이 연출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고 집단원간의 

역할극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양한 지식과 양육기술을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애정과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소폭 감소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

로그램을 경험한 Min (2008)의 ADHD아동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Shin과 Cho (2002)의 연

구에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령기아동 어머

니의 권위/통제, 적대/거부 차원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시키

지 못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자인 학령

기 아동 어머니의 부정적인 행동은 장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실제 

단기간의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변화

시키기 어려우므로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달성하고자 하는 간호목

표를 설정 후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강화를 통

한 상호작용과 교류작용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되어야 한다

고 사료된다.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그램은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었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ang과 Yu 

(2008)의 연구에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을 받은 어머니는 부모로서

의 자신감이 형성되어 자녀와의 관계가 증진됨으로써 부모역할만

족도가 향상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적극적 부모

역할훈련을 받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양육행동의 긍

정적인 변화와 부모역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수행한 간호사와 어머니 간에 집단교류작용과 개인교류작

용을 통해서 드러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부모역

할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

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인 연구자와 학령기아동 어머니 간의 교류

작용을 통한 경험나누기의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중 한 어머니는 아이가 방을 정리하지 않고 게임만하고 있

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서(양육스트레스) 언성을 높이는 경우(부정

적 양육행동)가 많았고, 다른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하였을 때 무조

건 체벌(부정적 양육행동)을 하고나서 죄책감이 들고(양육스트레

스), ‘내가 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나’라는 자신감의 결여로 아이를 키

우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고(부모역할 불만족), 자신감이 없는 모습

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더 큰소리를 질렀다고 하였다(부정

적 양육행동 강화). 이들이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을 접하

고 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화를 삭이고(부정적 양육행동 감소) 

‘나-전달법 대화’를 실천(긍정적 양육행동)함으로써 부모역할에 만

족(부모역할 만족)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이 참여자들

은 이러한 변화가 단번에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집단교류작용에

서 다른 어머니들과 경험을 함께 나눔과 동시에 간호사로부터 격려

와 지지를 받고, 특히 주중에 문자나 전화메시지를 통해 간호사에

게 개별적으로 자신의 기질적이고 상황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

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부모역할 수행 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녀의 성장발

달 위기에 접했을 때 몹시 불안하였는데 간호사와의 개별교류작용

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자녀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는 아동전문병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어머니들은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발달 위기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부모역할에 인내와 여유

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고 ‘가족회의’를 하게 되면서 민주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집단교류작용에 참여하면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다양한 지식과 양육기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간호사가 어머니입장에서 어머니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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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상황을 공감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돌봄을 받음으로써 양육스

트레스가 낮아졌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었으며, 부모역

할만족도가 향상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양

육에서 야기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공유하면서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어머니에게서도 발견하여 서로 위로하며 자신

들의 양육경험을 나누었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진행한 개

별교류작용에서는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성장발달위기와 건강문제로 인해 염려하였을 때 어려움을 함께 나

눔과 동시에 적절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었다. 간호사

로부터 이러한 지지와 격려를 받은 어머니는 자녀들이 민주사회에

서 잘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협동심, 용기, 책임감, 자기존중감을 구

축하기 위한 양육기술을 익혀 자녀들에게 적용한 결과 자녀들의 행

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모역할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을 적극적 부

모역할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간호사와 어머니의 상호작

용을 통한 목표설정과 목표달성방법 모색, 합의가 교류작용을 통

해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

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효과

적인 간호중재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간호학적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중심 아동간호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

대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King (1981)의 ‘목표달성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프로그램은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역할만족

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King (1981)의 ‘목표달성

이론’에 근거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이 학령기아동 어머

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의 부모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강화

를 통한 부모역할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간호중

재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학령기 아동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간호사와 학령기아동을 포

함한 가족과 함께 교류작용을 통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아동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

시키는 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므로 부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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