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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부모교육 로그램 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교육 로그램’ 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분석 상 논문은 박사학  논문 41편, 

석사학  논문 88편, 학술 논문 73편 등 총 202편이다. 먼  부모교육 로그램의 기 연구 동향을 상과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그다음,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한 연구동향을 개발 근거, 용 상, 

주제, 로그램 설계 유형, 로그램 횟수와 진행 시간, 교수-학습 방법, 교육자, 로그램 효과 등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이를 토 로 후속연구에 해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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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by analyzing the trends 

of research articles related to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this, the articles on 'parent 

education programs' written in Korea from 2004 to 201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number of articles analyzed is 202 in total: 41 doctoral theses, 88 master's theses, and 73 

academic theses. Firstly, the basic trend of research of parent education program was examined 

per object and subject. Secondly, the trend of research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ground 

for development, object of application, subject, type of program designing, the number and hours 

of the program, method of conducting the program, program educator, program effects. et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ata made it possible to find out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conducted in Korea. Such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on it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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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와 정서 , 신체 , 사회 으로 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최 의 상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

녀에게 직 이고 지속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의 인지발달

[9][30], 언어발달[13][32], 사회․정서 발달[1][39], 학업

성취[37], 자아존 감[38], 사회  유능감[35] 등 모든 

역에 걸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큰 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은 어느 역

할보다도 요하다.

이 게 부모 역할이 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

의 변화 등에 따른 부모 역할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부모 역할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넘쳐

나는 정보도 부모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한다. 효과 이

지 못한 부모 역할 수행은 자녀에게 심각한 향을 끼

친다[34].

부모 역할 수행을 정 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해야 한다. 부모 역할은 학습되는 것이므로, 효

과 인 부모 역할은 배울 수 있다[31][27].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식을 

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부모교육 

로그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도울 수 있다

[26].

부모교육 로그램은 부모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주기 

해서는 먼  부모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악해야 한

다.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자녀들의 나이, 처한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필요

로 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악하 다면 상에 합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부

모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숙 , 이윤주와 정혜선[15]은 특정한 목 을 해 개

발된 부모교육 로그램이 리 공인된 로그램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다.

효과가 큰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서는 

기존의 로그램이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떻게 조직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그램은 체계 으

로 기획되고 합리 으로 조직될 때 최 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23].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여러 연구들

[7][12][14][16][18][19][22]이 부모교육 동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 다.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함이다. 

하지만 이 연구들 에서 으로 부모교육 로그

램 개발과 수행에 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만 을 맞추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러한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부모교육 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요구조사 

 비연구와 같은 기 연구 동향은 어떠한

가?

둘째,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프로그램의 개발모형과 수행과정 
로그램(program)이란 특정한 문제 해결을 해 체

계 으로 조직화한 활동이다. 로그램에는 교육목

과 구체 인 활동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1][29]. 로그

램 개발모형은 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단계

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차들을 명확하고 체계 으

로 제시해 주는 개념  틀이다[5]. 로그램 개발은 

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며, 실행하고 평가하는 역동

이고 지속 인 순환체계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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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속적 개선 사이클

로그램 개발과정은 보편 으로 3단계부터 5단계로 

설정하는데 여기서는 로그램의 계획, 로그램의 실

행, 로그램의 평가의 3단계로 나 어 살펴보려 한다. 

1.1 프로그램의 계획
로그램 계획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해야 

하며,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해

야 한다.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것은 상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그램의 

목표는 로그램을 시행한 후 기 되는 교육의 성과이

다. 부모교육의 목표는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지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교육의 목표는 정보교환, 신념이나 통찰력

의 변화, 기술습득, 문제 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6]. 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목표에 맞게 선정해야 한

다. 한, 학습자인 부모의 필요를 반 해야 하며, 실생

활에 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1.2 프로그램의 실행
로그램 실행단계에서는 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 교수

-학습활동은 부모가 학습을 통하여 교육목 을 달성하

는 과정이다[23]. 상세한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해야 하

는 이유는 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함이며 로

그램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해서이다. 부모교육 

로그램의 진행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진행방법

으로는 강의, 토론, 기술 훈련, 경험 나 기, 역할 놀이, 

과제, 시범, 연습, 시청각 자료 등이 있다[21]. 실제로 

로그램을 수행하기 해서는 교육 횟수와 시간을 잘 정

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부모교육 로그램인 효과

인 부모 역할 훈련은 주 1회, 3시간씩 8주 과정으로 

총 24시간이며,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로그

램은 총론과정, 화 과정, 훈육과정으로 나뉘는데 과정

마다 1회 2시간씩 6회기이다[3]. 

 

1.3 프로그램의 평가
로그램 평가단계에서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평가

를 통해 학습자인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켰는지, 새로운 

행동을 획득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평가를 통해 참

여 부모들의 새로운 요구를 고려하여 목표를 수정할 수

도 있으며, 운 상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로그램은 주로 실험설계

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방법으로는 설문지를 통한 양

 평가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직  면 을 통해 효과

를 평가하기도 한다[19]. 

그 밖에 부모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28] 부모교육자를 선정하는 것

도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 동향 연구
부모교육 로그램 동향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기 과 서지 [12]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

진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분석 상은 학 논

문 71편과 학술논문 9편 등 총 80편이다. 분석항목은 

로그램의 요구도, 상별, 운 주체별, 유형별 실태, 

로그램의 내용, 로그램의 개발, 로그램의 효율성  

효과검증 등이다. 

춘애와 이미숙[19]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간 가족생활교육 로그램  부모교육 로그램의 동

향을 분석하기 해 137편의 논문을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요구도 조사만을 시행한 연구들의 상과 주제, 

그리고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과 수행연구의 개발 근

거, 상과 주제, 부모교육자, 교수-학습 방법, 교육시

행 횟수, 로그램 평가 방법, 로그램의 효과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항목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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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이소희와 이민경[14]은 1981년부터 2003년 

사이 발표된 석․박사 학 논문 252편을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연도별 학 논문의 연구

동향, 연구주제별 학 논문의 연구 동향, 학  수 별 

연구동향 등이다.

한이 [22]은 1996에서 2005년 사이 발표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상으로 한 부모교육 련 학 논문 

634편의 연구경향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연구방법에 한 경향과 연구 내용

에 한 경향이며, 분석항목은 연구 상, 나이, 근 방

법, 연구 유형, 자료수집 방법 등이다. 이완희와 최양미

[16]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유아 부모교육 로

그램의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분석 상은 박사 논문 

18편, 학술논문 47편으로 총 65편이다. 분석내용은 로

그램의 요구도와 인식 조사, 부모교육 로그램의 내용, 

로그램의 개발  수행과정, 수행된 로그램의 평가 

 효과 등이다. 

이정주와 이종연[18]은 1983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동안 발표된 학 논문 300편과 학술논문 80편을 분석

하 다. 분석 내용은 연구 시기, 로그램의 개발 과정, 

로그램의 내용, 로그램의 실시과정, 로그램의 평

가방법 등이다. 김혜경[7]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

년간 발표된 178편의 학술지 논문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 다. 분석 내용은 부모교육 로그램 

한 연구의 학술 분야별, 주제별, 연구유형별, 연구 참

여자별 동향이며,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연구의 개발

근거, 실시 형식, 효과 검증 방법의 동향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부모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하 으나 분석 상이 상 연구나 조사연구 등 

부모교육의 반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

모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한 내용은 하

역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오로지 부모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을 맞추어 연구동

향을 분석하 다. 그 이유는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

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범 를 2004년부터 2014년

까지로 정한 후 국회 자도서 의 웹(web) 사이트에

서 ‘부모교육 로그램’이라는 검색어로 학 논문과 학

술논문을 검색하 다. 국회 자도서 을 이용한 이유

는 논문이 체계 으로 정리, 보 되어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 부모교육 련 논문은 박사 논문 51, 석사 

논문 176, 학술논문 134편으로 총 361편이었다. 그 에

서 부모교육 련 논문을 가려낸 후, 학 논문과 겹치

는 학술논문 19편, 종교 련 논문 32편, 국회 자도서

에 자료가 없는 논문 58편,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 

 수행과 련이 없는 상 연구 같은 논문 50편 등 총 

159편의 논문을 제외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상은 

박사 논문 41편, 석사 논문 88편, 학술논문 73편 등 총 

202편으로 결정되었다. 분석 상 논문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분포                      n(%)
구분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분석 대상 41
(20.30%)

88
(43.56%)

73
(36.14%)

202
(100%)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먼  분석

상으로 선정한 202편의 논문을 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기 연구와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연구로 

나 었다. 이어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된 연구문제와 분석 항

목에 을 맞추어 자료를 코딩하 다. 그 과정에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술논문을 구분하 는데 그 이

유는 각 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차이 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이다. 그런 다음 데이터의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하 다.

2. 분석 준거
본 연구에서는 춘애와 이미숙[19]의 연구 등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분석 항목을 설정하 다. 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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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단되는 항목들이다. 구체 인 내용은 로그램

을 실행하지 않은 기 연구의 상과 주제, 그리고 부

모교육 로그램 개발하고 실행한 연구의 개발 근거, 

용 상, 주제, 설계 유형, 횟수와 시간, 교수-학습 방

법, 교육자, 로그램 효과 등이다.   

Ⅳ. 연구 결과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연구 동향 분석
1.1 대상에 따른 분석
부모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기 연구는 총 40편으로 

석사 논문 21편, 학술논문 19편 등이다. 이  유아기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가 19편이었고, 장애아동 부모 

상이 10편이었다. 그러나 박사 논문은 한 편도 없었

다. 상을 기타로 구분한 경우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와 학교 학부모 등 상이 복된 경우와 아버지

를 상으로 한 경우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기초연구의 대상                           n(%)

상
(부모)

박사
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요구
조사

기
연구

요구
조사 

기
연구

영유아기 0 10(47.62) 3(14.29) 3(15.79) 3(15.79) 19
(47.5)

학령기 0 0 0 0 0 0
청소년 0 0 0 0 1(5.26) 1(2.5)
장애아동 0 5(23.81) 0 3(15.79) 2(10.53) 10

(25.0)
대학생
예비부모 0 0 0 2

(10.53%)
1

(5.26) 3(7.5)
유치원 0 0 0 2(10.53) 0 2(5.0)
기타 0 2

(9.52)
1

(4.76)
1

(5.26)
1

(5.26)
5

(12.5)
계 0 21

(100%)
19

(100%)
40

(100%)

1.2 주제에 따른 분석
요구조사  비연구와 같은 기 연구의 주제는 

ㆍ유아기 부모 역할 련 내용이 20편이었으며, 장애자

녀의 부모 역할에 한 내용이 10편이었다. 주제를 기

타로 구분한 경우는 안 사고 방, 소득층, 그리고 

소년보호기  부모교육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기초연구의 주제                            n(%)

주제
박사
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요구
조사

기
연구

요구
조사 

기
연구

영유아기 
부모역할 0 10

(47.62)
3

(14.29) 2(10.53) 5(26.32) 20(50.0)
학령기 
부모역할 0 0 0 0 0 0
청소년기 
부모역할 0 0 0 1(5.26) 0 1(2.5)
장애자녀 
부모역할 0 5(23.81) 0 3(15.79) 2(10.53) 10(25.0)
예비 

부모역할 0 0 0 2(10.53) 1(5.26) 3(7.5)
기타 0 2(9.52) 1(4.76) 2(10.53) 1(5.26) 6(15.0)
계 0 21

(100%)
19

(100%)
40

(100%)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2.1 프로그램의 개발 근거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는 162편

이었다. 개발 근거를 분석하기 해, 요구도 조사 시행 

여부, 기존 연구  로그램 고찰 여부, 문가 의견 참

고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연구  로그

램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경우가 70편이었고, 요구도 조

사, 기존연구  로그램, 문가 의견을 참조한 경우

가 27편이었다. 로그램의 개발 근거는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개발 근거                       n(%)

개발 근거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술
논문

계

요구도, 기존 연구, 
전문가 18(43.90) 0 9(16.67) 27(16.67)

기존 연구, 전문가 7(17.07) 4(5.97) 12(22.22) 23(14.20)

기존 연구 재구성 2(4.88) 48(71.64) 20(37.04) 70(43.21)

기존 프로그램 2(4.88) 12(17.91) 9(16.67) 18(11.11)

요구도, 문헌연구 11(26.83) 3(4.48) 4(7.41) 23(14.20)

요구도, 전문가 1(2.44) 0 0 1(0.62)
계 41(100%) 67(100%) 54(100%)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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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용

상은 유아기 부모가 57편이었으며, 학령기 부모가 33편

이었다. 용 상을 기타로 구분한 경우는 미혼모, 취업

모, 입양부모, 그리고 교육을 원하는 모든 부모를 상

으로 한 경우다. 로그램의 용 상은 [표 5]와 같다.

표 5.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n(%)
용 상
(부모)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영아기 0 3(4.48) 1(1.85) 4(2.47)
영유아기 3(7.32) 1(1.49) 1(1.85) 5(3.09)
유아기 14(34.15) 28(41.79) 15(27.78) 57(35.19)
학령기 9(21.95) 14(20.90) 10(18.52) 33(20.37)
청소년 4(9.76) 1(1.49) 2(3.70) 7(4.32)

장애 학생 0 4(5.97) 13(24.07) 17(10.49)
다문화가정 0 0 1(1.85) 1(0.62)

대학생, 예비부모 3(7.32) 2(2.99) 3(5.56) 8(4.94)
기타 8(19.51) 14(20.90) 8(14.81) 30(18.52)
계 41(100%) 67(100%) 54(100%) 162(100%)

2.3 프로그램의 주제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주제

는 양육태도 개선이 108편이었고, 의사소통  상호작

용이 14편이었으며 장애학생 부모교육이 13편이었다. 

로그램 주제를 기타로 구분한 경우는 부모 안 교육, 

미술교육, 부모 성교육, 환경보 , 인터넷사용 지도 등

이다. 로그램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프로그램의 주제                            n(%)
주제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의사소통, 
상호작용 2(4.88) 6(8.96) 6(11.11) 14(8.64)
부모-자녀 
관계개선 2(4.88) 3(4.48) 1(1.85) 6(3.70)

양육태도 개선 32(78.05) 46(68.66) 30(55.56) 108(66.67)
장애학생 부모 0 4(5.97) 9(16.67) 13(8.02)
예비 부모 1(2.44) 2(2.99) 3(5.56) 6(3.70)

기타 4(9.76) 6(8.96) 5(9.26) 15(9.26)
계 41(100%) 67(100%) 54(100%) 162(100%)

2.4 프로그램의 설계 유형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설계

유형은 련 내용이 없어 단이 어려운 석사 논문 4편, 

학술논문 2편 등 6편을 제외하고 156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 수행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설계는 실험

ㆍ비교집단 사 ㆍ사후설계가 102편이었고, 단일집단 

사 ㆍ사후설계가 34편이었다. 질문지나 인터뷰를 사

용한 경우는 기타로 구분하 다. 설계 유형은 [표 7]과 

같다. 

표 7. 프로그램의 설계 유형                        n(%)
설계 유형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실험․비교집단 
사전․사후 설계 36(87.80) 37(55.22) 29(53.70) 102(62.96)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4(9.76) 16(23.88) 14(25.93) 34(20.99)

기타 1(2.44) 10(14.93) 9(16.67) 20(12.34)
관련내용 없음 0 4(5.97) 2(3.70) 6(3.70)

계 41(100%) 67(100%) 54(100%) 162(100%)

2.5 프로그램의 횟수와 총 진행 시간
교육시행 횟수와 총 진행시간을 최 , 최소, 최빈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시행 횟수는 

이를 단할 수 없는 논문 1편과 자폐성 자녀를 둔 어

머니 한 명을 상으로 1년 넘게 사례연구를 한 1편 등 

총 2편을 분석에서 제외하 다. 교육 횟수는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술논문 모두 8회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은 횟수를 실시한 경우는 32회 다. 로그램의 총 

교육 진행 시간은 박사 논문 24시간, 석사 논문과 학술

논문은 16시간이 가장 많았다. 교육 횟수는 [표 8], 로

그램의 총 진행시간은 [표 9]와 같다.

표 8. 프로그램의 교육 횟수                          (회)
횟수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최소 1회 2회 1회
최대 24회 32회 30회
최빈 8회 8회 8회

표 9. 프로그램의 총 진행시간                       (시간)
시간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최소 1시간 4시간 1시간
최대 36시간 32시간 40시간
최빈 24시간 16시간 16시간

2.6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교수-

학습 방법은 체 162편  141편에서 강의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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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상에서의 교육, 신체를 이용

한 미술교육, 독서토론을 활용한 방법 등은 기타로 구

분하 다. 부모교육 로그램의 진행방법을 살펴본 결

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n(%)
진행 방법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강의 0 0 0 0
강의 + α 37(90.24) 60(89.56) 44(81.48) 141(87.04)
문서 및 
영상자료 2(4.88) 2(2.99) 8(14.81) 12(7.41)
기타 2(4.88) 5(7.46) 2(3.70) 9(5.56)
계 41(100%) 67(100%) 54(100%) 162(100%)

2.7 프로그램의 교육자
부모교육 로그램의 교육자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교육자의 역할을 가 수행했는지에 한 내

용을 제공하지 않아 교육자를 단하기 어려운 석사 논

문 3편, 학술논문 3편 등 6편을 제외하고 156편을 분석

하 다. 실제 수행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교육자는 연

구자가 진행한 경우가 132편이었고 문가가 진행한 

경우가 10편이었으며, 연구자와 문가가 함께 진행한 

경우가 12편이었다. 온라인 교육과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은 기타로 구분하 다. 구체 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프로그램의 교육자                           n(%)
교육자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연구자 36(87.80) 54(80.60) 42(77.78) 132(81.48)
전문가 3(7.32) 3(4.48) 4(7.41) 10(6.17)

연구자와 전문가 2(4.88) 5(7.46) 5(9.26) 12(7.41)
기타 0 2(2.99) 0 2(1.23)

관련내용 없음 0 3(4.48) 3(5.56) 6(3.70)
계 41

(100%)
67

(100%)
54

(100%)
162

(100%)

2.8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는 거의 모든 논문에서 사

과 사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분석 상 논문 162편 에서 154편의 논문

이 제시하 던 교육목표를 성취하 고, 통계 으로 유

의미하거나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 련 내용이 없는 석사 논문 5편과 학술논문 3편

에 해서는 효과를 악하지 못하 다. 구체 인 내용

은 [표 12]와 같다.

표 12. 프로그램의 효과                          n(%)
효과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논문 계
긍정적 41(100) 62(92.54) 51(94.45) 154(95.06)

내용 없음 0 5(7.46) 3(5.56) 8(4.94)
계 41

(100%)
67

(100%)
54

(100%)
162

(100%)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발표된 부

모교육 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교

육 로그램 개발에 한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해 박사 

논문 41편, 석사 논문 88편, 학술논문 73편 등 총 202편

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

제에 따라 요약하고 이를 선행연구와 련지어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요구조사 

 비연구와 같은 기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 연구의 상은 유아기 부모가 가장 

많았고, 장애아동 부모가 뒤를 이었다. 기 연구의 주제 

역시 유아기 부모 역할을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으

며, 장애아동 부모 역할을 다룬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빈도가 유아기 부모, 장애학생과 특수학교 부모 

순이었던 춘애와 이미숙[1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

다. 이를 해석하면 유아기 부모와 장애학생 부모들에 

한 연구자들의 심이 20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연구의 상과 주제가 일부에 편

되어 있어 상과 주제를 확 할 필요가 있다고 단

된다. 요구도 조사 결과는 로그램 개발에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논문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요구조사  비연구와 같은 기 연구  박사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둘째,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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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발근거를 분석한 

결과, 기존 로그램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요구도 조사와 기존 연구 그리고 문가 의

견을 참고로 개발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춘애와 이

미숙[19]의 연구에서는 기존 로그램과 문가 의견을 

참조한 연구가 가장 많았었다. 이처럼 기존 로그램을 

그 로 수행한 경우가 어들고 기존의 로그램을 재

구성하거나 문가 의견을 참조하는 등 차가 늘어난 

것은 로그램을 좀 더 타당하고 체계 으로 구 하기 

해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용

상은 유아기 부모가 가장 많았다. 이를 ․유아기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춘애와 이미

숙[1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용 상이 

일부에 편 되어 있었다. 이는  발달단계와 소외계층 

등 다양한 처지에 있는 부모를 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 부모 역할이 부모와 자

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을 참작하여 부모

와 자녀에게 동시에 로그램을 용해 보는 것도 고려

해 보아야 한다. 자녀와 함께 로그램에 참여하면 부

모와 자녀 모두에게 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33].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주제

는 양육태도 개선이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상호

작용 향상 그리고 장애학생 부모교육이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춘애와 이미숙[19], 정계숙 등[20]의 연

구와 결과가 같다. 목할만한 은 최근 들어 학습코

칭[8], 자기 주도  학습[6], 학습 동기 증진[17] 등 자녀

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는 이

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끼치는 요한 변인이

라는 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설계 

유형은 사 ㆍ사후설계가 압도 으로 많았다. 이 결과

는 우리나라 부모교육 로그램에 련된 연구들이 실

험연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연구[19][12]와 결과가 같다. 

최근 발표된 논문 에는 실험ㆍ비교집단 사 ㆍ사후

설계를 사용하면서도 양  분석 질  분석을 병행한 연

구가 에 띈다. 한이 [22]은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병행하면 각 연구의 결 을 보완하여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교육 

시행 횟수와 총 교육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교육 횟수가 가장 많았던 연구는 32회 으며, 총진

행시간이 가장 많았던 연구는 40시간이었다. 그러나 교

육 횟수는 8회, 총 진행시간은 16시간인 경우가 가장 많

았다. 이처럼 단기 인 로그램으로는 부모들에게 근

본 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부모들에게 근본 인 도움

을 주기 해서는 교육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교육의 

궁극 인 효과를 지속하기 해서는 30시간 이상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25]. 김정옥과 배나래[3]는 단기 인 

로그램으로 끝나기보다 지속 이고 장기 인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고 했다.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교수-

학습 방법을 살펴본 결과 부분의 연구에서 여러 교수

-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춘애와 이미숙[19]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부모교육이 강의 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학습자인 부모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참여를 진할 수 있는 양 방향 인 교수-학습 

방법의 사용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일방 인 강의보

다는 토론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4].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부모

교육자를 살펴본 결과, 연구자가 진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자와 교육자가 분리된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문가가 로그램을 진행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로그램의 성패는 로그램 진행자가 어떤 역할을 수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자가 직  

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효과에 향을 끼칠 수 있기 때

문이다[2].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 연구의 효과

는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몇 편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

고 거의 모든 논문이 제시하 던 교육목표를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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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부분의 연구가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

구들[16][19]과 같은 결과이다. 이 게 부분의 연구에

서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연

구 종료 후 추후 연구에 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

다. 앞으로 부모교육 후 효과를 유지할 방안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학술논문을 구분해서 살

펴본 결과, 각 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는 있었으나 

큰 차이 을 발견하지 못하 다. 

셋째,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요구도 조사 결과를 로그램에 반 하는 

등 좀 더 타당하고 체계 인 로그램 구 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해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로그램을 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이나 계층,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악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부모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합한 

교수-학습 방법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양  연구의 한

계 을 극복하기 해서 질  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

다. 연구자와 교육자가 분리된 연구 수행을 고려해 보

아야 한다. 효과를 검증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의 효과

가 유지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의 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요구도 조사 등의 연구를 

살펴 으로써 기  연구의 동향을 악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을 맞추

어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로그램을 개발  수행 

연구의 동향을 악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교육 로

그램의 기 연구 동향과 개발  수행연구의 연구동향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수

행연구에 한 자료와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교육 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연구 상을 부와 모로 나 어서 살

펴보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와 모로 나 어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 

차를 살펴보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발 모형, 내용 

구성의 틀, 교육 내용 선정 기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연구 이후 어떻게 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부모교육 로그램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 향후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

교육 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제공되어 어려움을 겪

는 부모들이 실질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

성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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