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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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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다. 피험자는 서울의 

한 학에 재학 인 총 82명의 학생들이었으며, 실험군이 52명, 조군이 30명이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

성 조군 사 -사후 유사 실험설계로 진행하 다. 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

여 공분산분석으로 수행하 다. 부모의 자서 은 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에필로그로 구성하

다. 자서 의 각 장은 부모의 주요 사건을 기술하는 성장서사 부분과 필자의 느낌을 기술하는 성찰서사 

부분으로 구성하 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부모-자녀 간 계를 유의하게 증진시

켰다. 특히, 하 요인  친 , 존경 요인은 유의하게 증가하 고, 엄격 요인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 둘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부모-자녀 애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셋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효과와 용 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 중심어 :∣자서전∣가족관계∣애착∣의사소통∣글쓰기 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The subjects were 82 college students(52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in an university in Seoul. The research design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verified by ANCOVA using the SPSS 23.0 program. Parent's autobiography 

consisted of prologue, childhood, adolescence, adulthood, and epilogue. Each chapter of the 

autobiography consisted of a part of the growth narrative describing the main events of the 

parents and a part of the introspection narrative describing the writter's feeling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significantly promoted parent-child 

relationships. Second,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s significantly increased 

parent-child attachment. Third,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ed the 

effect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arent's autobiography wri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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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언제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해 가장 많이 듣는 답은 ‘부모가 되어보면...’ 일지

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와  다른 성장배경

을 가진 자녀가 단지 부모의 나이에 도달했다 해도 과

연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

모로서의 의무나 자녀에 한 사랑 등을 이해할 수 있

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그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개인의 고유한 경험은 개인의 고

유한 성격이나 삶의 처방식에 향을 미치므로, 부모

의 마음을 이해하기 한 ‘부모 되어 보기’는 바로 이해

하고 싶은 그 부모에 해 인 으로 아는 데서 시작

해 볼 수 있다. 어린 시  각 개인이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 계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인간 계에 향을 미

치게 된다[1]. 그러므로 부모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기 

해, 바로 그 부모의 성장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장사를 이해하는 방편으

로 부모의 자서 을 필해 주는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부모 자서  필 로

그램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면담, 성장 배경에 한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장사를 알 수 있으며, 

자서 을 쓰는 과정에서 부모의 시 에서 쓰기를 수

행함으로 인해 부모의 생각과 정서를 간 으로 느껴

볼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일 기를 기술해보는 것은 

계 증진을 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단순히 자서  필이 아닌 부

모-자녀 계의 증진과 직 인 련이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친 한 계는 청소년 비행과 

유의한 부  상 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한 가치 부

여와 학업성취에도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2]. 

한, 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자녀 계에 한 정  

인식은 학업효능감과 유의한 상 이 있었고[3], 행복감

에도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었다[4]. 그리고 사회 으로

도 부모-자녀 계는 청소년의 진로, 학교생활 응  

인 계 등에 폭넓게 향을 미치고 있다[5][6]. 그러

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가족실태조사(3차)

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만족도가 부모의 

에서는 ‘ 체로 만족’이 53.6%이고, ‘매우 만족’이 

8.1%인데 반해, 자녀의 에서는 ‘ 체로 만족’이 

37.6%, ‘매우 만족’이 28.1%로 나타나 상호 에 따른 

큰 격차를 보 다[7][8]. 재미 한국인을 상으로 자녀

와 부모가 보고한 부모-자녀 계의 상 계에서도 

아버지와 련해서는 자녀가 지각한 계 수 과 아버

지가 지각한 계 수 이 유의한 정  상 을 보인 반

면 어머니와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9]. 즉, 부

모-자녀 계의 요성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부각되

고 있으나, 부모와 자녀 간 계의 질에 한 지각의 차

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모-자

녀 계에 한 지각의 차이를 이기 해 부모님을 

이해하기 한 극 인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효과 인 안이 될 수 있다. 

부모-자녀 계는 비단 아동  청소년기뿐만 아니

라 노년기 부모와의 계와도 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의 지지경험은 노년기 부

모와의 계 불만족과 유의한 부  상 이 있었으며, 

부양의식과 정  상 을 보여 노년기 부모-자녀 계에

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10]. 이처럼 정

인 부모-자녀 계는 성장기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

쳐서 향이 나타나므로, 한 부모-자녀 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한 가족 계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한 요한 

변인으로 부모-자녀 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의

사소통의 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간 

개방 이고 기능 인 의사소통 방식은 가족 계 만족

도[11]와 가족 응집력  가족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2][13].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은 자녀들의 정서, 학교생활 응과 만족, 인 계 

 삶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에서 요한 설

명변수로 보고되고 있다[14-16].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모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역량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부모-자녀 계 증진을 한 로그램들은 반

으로 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모를 심으로 한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많다[17][18]. 그러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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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녀를 심으로 부모를 극 으로 이해하는 부

모 자서  필 로그램을 통해 ‘그’ 부모의 시각에서 

‘그’ 부모의 성장사를 이해하고 정서를 공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모

와의 계를 성찰하며 느낀 자신의 정서를 부모와 공유

하면서 계 증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녀가 주도 으로 부모에 한 극  이

해를 시도하는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하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 계의 질을 증진시키

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문가들을 심으로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개

발하고, 비교  쓰기와 자서  작성을 한 다양한 

활동 시간의 활용이 용이한 학생들을 상으로 로

그램을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 자

서  필 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심으로 부모를 이

해하기 한 극 인 활동을 가정에서 수행되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자녀는 부모에 한 인  이해를 도

모하게 되며,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궁극 으로 부모-자녀 계

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 된다. 

Ⅱ.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개발

1.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구성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개발을 해 쓰기 

로그램의 검토와 더불어 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

다. 자신 혹은 부모님의 자서 을 쓰는 일이 평소 일반

인들에게 자주 경험되는 역이 아니며, 쓰기와 같은 

문  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본 로그램에 한 

상자들의 요구도 조사보다는 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을 시도하 다. 여러 번의 자문회의에는 노인

들을 상으로 자서  필 로그램과 자화집(그림) 

로그램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교

수 1인과, 국어국문학을 공하고 자서  쓰기를 

강의할 수 있는 교양학부 교수 1인, 쓰기 강의와 실험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과 상담심리

학 공 학원생 3인이 참여하 고, 로그램의 구성

과 교육방법  진행에 해 조언을 받았다.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우선 자서  쓰기 교육이 선행된 

후, 인터뷰 방법, 자서 의 구성항목 등에 한 참가자 

워크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 되어 기 쓰기 워

크 을 개최하기로 하 다. 한 자서 의 양식을 통일

하여 제공함으로써 처음 쓰기를 수행하는 참여자의 

어려움을 이고, 추후 출 이 용이하도록 제안되었다. 

문가의 견해를 반 하여 부모 자서  필 로그램

의 회기별 내용은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회기 주요 내용

1회기
•대필자 및 부모의 참가 동의서 제출
•자서전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안내

2회기
•자서전 글쓰기 워크숍
•자서전 양식 제공

3회기
•자서전 대상자 면담일정 작성 및 준비
  -시간, 장소, 다과, 질문지 등 준비

4회기
~8회기

•주요 사건 정리(녹음기록에서 추출)
  -각 발달단계별로 의미 있는 사건 추출하기
•사진 및 그림 등 붙임 자료 정리하기
•부모님과 자서전의 주요 사건 발생 장소 방문하기
•부모님의 의미 있는 장소 여행 다녀오기
  -사진자료는 이미 변해버린 의미 있는 장소의 모습도 상

관없으며, 부모님과 함께 혹은 혼자서 자료 수집을 위해 
다녀와도 됨

•각 회기별로 이미 제공된 자서전 양식에 기술해 온 글을 프
로그램 운영자 및 연구보조원이 자서전에 맞도록 점검하는 
일을 반복함

9회기
•자서전 최종본 정리 및 제출
•자서전 인쇄

10회기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는 부모님과 함께 해도 좋음
  -출판기념회를 통해 개인적 소회와 부모님에 대한 이해

를 대필자 간 나누는 시간을 가짐

표 1.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요 내용

회기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  참가자 모집 공

지 후, 참여를 신청한 상자들이 1회기에 참석하 다. 

1회기에는 참여자 동의서와 자서  상자의 동의를 

함께 받았다. 부모님의 견해와 상 없이 필자만의 강

력한 권유 등으로 수행될 경우 한 상호작용을 기

할 수 없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자발  참여에 한 동

의를 받았다. 

2회기에서는 자서  쓰기 워크 이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자서  쓰기 워크 에서는 ⑴ 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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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⑵ 자서  필 쓰기 서사 략, ⑶ 1인칭 주인

공 시 의 쓰기 연습, ⑷ 자서  작성을 한 면담 시 

공통 으로 필요한 질문, ⑸ 부모의 성장서사, ⑹ 부모

와 필자의 공감 (회복 ) 성찰서사, ⑺ 사진, 그림 

등 부수  붙임 자료의 활용법, ⑻ 자서  양식의 구성

에 한 설명 등을 교육하고 실습하 다. 

3회기에서는 자서  상자와의 면담 약속을 미리 

약하고, 공통 질문 등과 같은 질문지를 비하 다. 면

담은 카페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  수 있

는 곳으로 비하도록 하 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기기

와 주요 성장 사건을 심으로 구성된 질문지, 노트 등

을 비하여 면담을 시작하 다. 1차 면담에서 모든 것

을 다 악할 수는 없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자서  

필 시작 동기를 설명하고 부모님의 어린 시  기억에 

남는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지도하 다. 

4회기부터 8회기까지는 각 상자별로 면담의 일정

이 상이하고, 한 사건의 기술과 자료수집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심리학을 공하는 학원생 3명이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실험군의 자서  면담의 진행상

황과 인쇄용 자서  서 의 양식을 맞추어 주고 쓰기

와 문법 등을 검하 다. 이 기간 동안 필자는 부모

님과 면담을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에서 요한 사건을 

추출하여 선별하는 일을 진행하 다. 부모님의 각 발달

단계별로 요한 사건이 추출되면, 선별된 요 사건에 

한 보다 자세한 정보 수집을 해 심층 면담이 진행

되며, 면담을 통해 사건에 한 부모님의 생각, 행동 그

리고 어떤 정서를 느 는지 악하 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으로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주요사건이 정해지

고, 주요 사건에 한 구체  면담내용을 정리하도록 

리하 다. 주요 사건이 추출되었다면, 자서  양식에 

맞추어 비로소 자서 을 기술하 다. 이 때 자서 의 

기술을 1인칭 주인공 시 으로 기술하면서, 부모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 는지를 공감해 

볼 수 있었다. 이 게 사건에 한 부모님의 성장서사

를 기술하고 난 후,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필자의 성

찰서사를 기술하 다. 각 장의 사건을 부모님의 시각으

로 기술하면서 느낀 을 바탕으로 필자의 이해, 느

낌, 그리고 회복  다짐 등을 도록 하 다. 

한 이 기간에 부모님의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도 요한 요소 다. 어릴  요 사건에 한 부모

님의 생각과 정서를 단 으로 잘 표 할 수 있는 사진

자료가 가장 하 다. 이러한 사진 자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 에 제공받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다친 경험(사고) 등으로 인해 남은 상처 등을 지  어

서 넣을 수도 있게 하 다. 한 사건과 련된 물건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꺼내와 사진을 어 삽입하

도록 지도하 고, 이러한 활동은 추억의 회상과 이해를 

더욱 자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릴  부모님의 사건 

장소라든지, 등학교, 고향집 등을 방문해 사진자료를 

수집하 다. 만일 고향집이 철거되었거나, 학교 등이 많

이 변했다면, 변한 곳을 어 올리며 부모님과 그 이야

기도 나 어 볼 수 있도록 하 다. 만일 사진을 을 수 

없다면, 부모님의 추억의 장소를 같이 그려보거나, 의미 

있는 부모인의 이야기에 해 필자가 그림을 그려 넣

어도 된다고 하 다. 한 부모님과 함께 추억의 장소

를 방문하면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행 속

에서 자서 을 한 면담을 계속 진행하게 하 다. 부

모와 함께 부모의 추억을 되짚는 여행은 서로에 한 

이해를 높여 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

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의 성장 

서사에 맞춘 여행일정을 계획하고 자료수집을 해 여

행을 다녀오도록 지도하 다. 필자가 부모님의 시각

에서 장을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한다면 부모님에 

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9회기에는 완성된 자서 을 제출하 다. 제출된 자서

은 롤로그, 성장서사, 성찰서사, 에필로그의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인쇄 에 자서 에 

한 오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 다. 

10회기에는 출 기념회를 개최하 다. 출 기념회는 

기에 부모님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그

러나 주 에 개최는 일정으로 인해 부모님의 참여가 본 

연구에서는 제한되었지만, 후속 연구자들이 로그램

을 수행할 때는 부모님의 참여를 고려한 출 기념회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출 기념회는 별도의 장소에 

랜카드를 걸고 간단한 식사나 다과와 함께 진행하 으

며, 자서 의 제공과 자서  작성을 통해 느낀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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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가졌다. 한 부모님에게 자서 을 선물해 

드릴 때, 본 자서 은 성인 기까지의 자서 이며, 성

인 후기의 자서 을 부모님이 지 도 써가고(살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아름다운 자서 이 되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도록 지도하 다. 

2. 부모 자서전의 구성

로그램의 회기별 운 에 따라 작성된 자서 은 다

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인식하도록 하 다. 첫째, 자서  

필의 쓰기 시 은 1인칭 주인공 시 으로 서술한

다는 것이다. 3인칭 찰자 시 의 쓰기보다는 1인칭 

주인공 시 의 쓰기를 통해 부모님의 생각, 행동 그

리고 정서를 생동감 있게 재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둘째, 자서 의 목차는 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기, 에필로그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롤로그에

서는 자서  작성과 부모님의 면담을 시작하기 에 자

신이 자서  작성을 결심하게 된 동기, 그리고 막연한 

자신의 기  등을 가볍게 도록 하 다. 

셋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청년기, 성인기로 나  

수도 있음) 등으로 구성된 본문은 성장서사와 성찰서사

를 각 장마다 기술하도록 교육하 다. 성장서사는 주요 

사건을 심으로 사진자료 등과 함께 1인칭 주인공 시

으로 기술하 다. 그리고 성찰서사는 각 사건 혹은 각 발

달단계의 장마다 마지막에 자신이 필을 통해 느낀 

을 기술하 다. 이를 통해 부모님에 한 공감과 어떤 부

분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부모님과의 

계에 회복 인 성찰문을 기술할 수도 있었다. 나 에 

자서 을 받아 읽은 부모님은 이 성찰서사 부분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 각 장의 제목을 단순히 아동

기, 청소년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의 의

미 있는 사건, 혹은 의미 있는 진술문 에서 선택하여 

장 제목을 구성해볼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이다. 이 부분은 각 사건에 한 

성찰서사가 아니라 반 으로 부모님을 별도로 만나 

면담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면

서 느낀 총체 인 후기를 도록 하 다. 이러한 내용

들로 구성된 자서 은 제 1권 혹은 상권과 같은 성격에 

해당된다. 즉, 아직 성인 후기, 노년기 등이 남아있으며, 

자서 은 지 도 작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 

제시하여 부모님으로 하여  후반부 삶에 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 다. 

자서 의 표지는 상자의 자서 , 회고록과 같은 일

반  형태의 제목이나 혹은 각 장의 제목을 구성했던 

것과 같이 의미 있는 문구를 추출해서 자서 의 제목으

로 정하게 하 다. 그리고 제목 아래 부분에 출생연도

는 있지만, 생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출생연도 후 ‘～’표

시를 넣고 뒤는 비워두거나, ‘ 편’ 혹은 ‘상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 다. 부모 자서 의 구성을 [표 2]에 요

약하여 제시하 다. 

구분 자서 의 주요 내용
글쓰기 시점 •자서전의 글쓰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

자서전의 전체적 
목차 구성

•프롤로그,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전기, 에필로그로 
구성
•프로그램 종료 후 자서전을 선물할 때, 성인 후기 자
서전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함께 아름
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함

프롤로그
•대필자가 부모님의 자서전 작성을 시작한 동기와 부
모님에 대한 사전 기억 등을 기술함

자서전 각 장의 
구성
(성장서사-성찰
서사)

•각 발달단계별로 면담을 통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대필함(성장서사)
•사건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을 첨부
 -부모님이 주신 사진을 삽입하거나, 사진이 없는 경

우 대상자와 함께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여 같이 사
진을 찍어도 되고, 대필자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따
라서 추억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어도 됨

 -혹은 그림으로 그려 넣어도 의미가 있음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서전 대상자의 이야기에 대
한 대필자의 생각(느낌)을 기술(성찰서사)

에필로그
•대필자가 부모님의 자서전을 작성한 후 느낀 소회를 
기술함

표 2. 부모 자서전의 주요 내용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서울의 1개 학에 재

학 인 학생을 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3

개월간 수행하 다. 먼  9월 에 2주간 참여자를 모

집하 으며,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을 상으로 자서  쓰기 교육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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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 후 자서  상자를 선정하고 면  일정을 

잡는 가운데서 부모님과의 거주지 차이  일정 등의 

불일치로 자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들은 모두 조

군으로 편입시켰다. 최종 연구 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 82명이었으며, 실험군이 52명, 조군

이 30명이었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표 3]

에 사  동질성 검정 결과와 함께 자세히 제시하 다. 

2.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비동등성 조군 사 -사후검사 유사 실

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로그램 참여자들과 조군은 지원자를 

심으로 편성하 으므로, 집단 간 완벽한 무선배정을 수

행하지 못하여 유사 실험설계로 진행하 다. 

집단 사 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E1 ――→ X ――→ E2

대조군 C1 ―――――――――――→ C2

그림 1.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실험설계모형

로그램의 운 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

다. 부모 자서  로그램은 2015년 3월부터 비하

여 로그램의 회기별 내용과 워크 을 비하 다. 9

월 에 개강 후 2주 동안 부모 자서  필 로그램 

참여자를 1개 학에서 모집하 다. 참가자 모집을 마

친 후 참가자의 일부와 더불어 조군을 모집하여 실험

을 비하 다. 조군은 로그램에 한 처치 없이 

사   사후검사 설문지 작성만 수행하 으며, 시간에 

한 보상으로 일정 상품을 제공하 다. 

필자에 한 쓰기 워크 은 2015년 9월 17일에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어국문학을 공한 교양학부 교수를 청하여 시

별 쓰기와 자서  작성을 한 면담 질문들을 학습하

다. 그 외에 자서  작성에 한 성찰서사 부분과 자

서 의 반 인 구성  운 에 해 연구자가 워크

을 진행하 다. 

워크  후에는 각 참여자별로 면담과 자서  작성을 

시작하 고,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본 연구자가 자서 의 

구성과 내용을 검하여 조언을 수행하 다. 자서  작

성 후에는 출 기념회를 열어 사후검사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 으며, 개인  소감을 나 는 시간을 가졌다. 

3. 연구 도구

3.1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계의 측정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

발한 한국형 부모-자녀 계 척도를 사용하 다[19].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

해 친 , 헌신, 존경, 엄격의 4개 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 측정하 고, 엄격 

하 요인의 경우 총 을 산출할 때 역-채 하여 총

의 평 평균을 계산하 고, 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일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었다. 

3.2 부모-자녀 애착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계는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번역하여 신뢰도와 구

성타당도를 확인한 옥정(1998)의 애착 안정성 척도를 

사용하 다[20][21].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 측정하 고, 일부 문항

을 역-채 하여 평 평균을 산출하 으므로 수가 높

을수록 부모-자녀 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87이었다. 

3.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가족 내의 의사소통에 

한 지각을 평가하기 해 최태산과 홍경자(1997)가 

Barns와 Olse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타

당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22][23].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부모-자녀 간 정 이고 개방 인 상호

작용을 측정하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의 어려

움과 장애를 보여주는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 하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  척도로 

측정하 고, 문제형 의사소통 수를 역-채 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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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 평균을 산출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부모-자

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 이고 기능 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89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험에 한 양  연구와 질  연구를 병

행한 통합  연구방법을 사용하 다. 양  연구에서 수

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3.0 로그램을 이용

하여, 일반  특성과 주요 연구 변인들의 백분율과 평

균,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사  동질성 검증은 χ2 검

정과 t 검정을 수행하 다. 실험의 효과 검증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하 고, 모든 통계  검증의 유의확

률은 .05수 에서 분석하 다. 한 실험군의 로그램 

참여에 한 소감은 질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녹음 후 

합의  분석을 통해 재분류하 다. 질  연구에서 합의

 분석법은 평정자 간의 독립  분석과 자연스러운 합

의의 과정을 시하는 분석법이다[24]. 이를 해 질  

연구방법을 6시간동안 학습시킨 연구보조원 학원생 

3인을 평정자로 하고, 본 연구자가 감사를 하 다. 본 

연구에서 질  연구 부분은 실제로 로그램에 한 의

미 있는 역을 추출하기 한 질  연구를 수행한 것

이 아니라, 로그램 종료 후 피험자가 느낀 경험을 보

고하고, 이를 단지 재분류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합의  

분석법을 간략히 용하 으며,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

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Ⅳ. 연구 결과

1. 사전 동질성 검증

부모 자서  필 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조

군의 일반  특성에 한 사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일반  특성 가운데 성별에서는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χ²=11.01, p=.001), 가족 수(χ²= 

.18, ns), 형제 수(χ²=.53, ns), 상자의 학력(χ²=4.97, 

ns)  가족의 경제수 (χ²=1.75, ns), 자서  상자와

의 계 만족도(χ²=1.16, ns)와 가족 계 만족도(χ²= 

4.16, ns), 학교생활 만족도(χ²=3.47, ns)  연령

(t=-1.14, n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변인 집단
실험군 조군

χ²/t p
n(%)/M±SD n(%)/M±SD

성별 남성 7(13.5) 14(46.7) 11.01 .001

여성 45(86.5) 16(53.3)

가족 수 3명 이하 16(30.8) 8(26.7) .18 .915

4명 30(57.7) 18(60.0)

5명 이상 6(11.5) 4(13.3)

형제 수 외동 6(11.5) 2(6.7) .53 .769

두명 39(75.0) 24(80.0)

세명 이상 7(13.5) 4(13.3)

대상자 학력 대졸 이상 27(51.9) 8(27.6) 4.97 .083

고졸 22(42.3) 17(58.6)

중졸 3(5.8) 4(13.8)

경제수준 하위 6(11.5) 3(10.0) 1.75 .418

중위 34(65.4) 16(53.3)

상위 12(23.1) 11(36.7)

대상자와의 
관계 만족

불만족 7(13.5) 3(10.3) 1.16 .561

보통 21(40.4) 9(31.0)

만족 24(46.2) 17(58.6)

가족관계 
만족

불만족 9(17.3) 3(10.0) 4.16 .125

보통 13(25.0) 14(46.7)

만족 30(57.7) 13(43.3)

학교생활 
만족

불만족 8(15.4) 2(6.7) 3.47 .177

보통 16(30.8) 15(50.0)

만족 28(53.8) 13(43.3)

연령 21.0±1.5 21.6±2.1 -1.41 .162

전체 52(63.4) 30(36.6)

표 3. 일반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 검증             (N=82)

실험군과 조군의 자서  상자와의 부모-자녀 

계, 애착  의사소통에 한 사  동질성 검증을 수행

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군과 조군 간 

부모-자녀 계(t=-.42, ns), 부모-자녀 애착(t=-1.19, 

ns), 부모-자녀 의사소통(t=-1.74, ns)의 모든 연구 변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 요인에서도 모두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 검사
실험군 조군

t p
M±SD M±SD

부모-자녀 관계 3.59±.62 3.65±.53 -.42 .679

  친밀 2.93±.80 3.13±.67 -1.17 .247

  헌신 4.04±.71 4.08±.69 -.28 .781

  존경 3.62±.89 3.49±.78 .63 .528

  엄격 2.21±.75 2.11±.89 .54 .588

부모-자녀 애착 3.22±.49 3.35±.43 -1.19 .239

부모-자녀 의사소통 3.17±.61 3.42±.63 -1.74 .086

  개방형 2.93±.70 3.17±.63 -1.53 .131

  문제형 2.59±.60 2.33±.69 1.74 .085

표 4. 주요 연구 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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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실험군(n=52) 조군(n=30) 집단 사 검사(공분산) 성별(공분산)

M±SD Adjusted M M±SD Adjusted M F(p) F(p) F(p)
부모-자녀 관계 3.98±.60 3.98 3.64±.54 3.65 7.09(.009) 24.40(<.001)  .58(.450)

  친밀 3.63±.80 3.66 3.19±.69 3.14 9.92(.002) 28.86(<.001)  .37(.544)

  헌신 4.18±.73 4.16 4.10±.57 4.14 .017(.896) 18.76(<.001) 2.22(.140)

  존경 4.08±.68 4.06 3.60±.82 3.64 7.45(.008) 33.63(<.001) .001(.975)

  엄격 1.96±.81 1.95 2.33±.88 2.35 5.04(.028) 27.46(<.001)  .14(.708)

부모-자녀 애착 3.66±.49 3.66 3.40±.40 3.40 6.48(.013) 18.17(<.001) 1.86(.177)

부모-자녀 의사소통 3.73±.66 3.77 3.28±.55 3.22 16.03(<.001) 21.77(<.001)  .05(.824)

  개방형 3.62±.76 3.67 3.10±.65 3.01 17.44(<.001) 26.67(<.001) .004(.950)

  문제형 2.15±.65 2.12 2.53±.57 2.58 10.63(.002) 17.69(<.001)  .22(.639)

표 5.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공분산분석 결과  

2. 부모 자서전 대필 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사  동질

성 검정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별을 

공분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하 다. 성별과 사 검사 수를 공분산으로 통제한 후 

분석하 고,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공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부모-자녀 계의 하 요

인  엄격요인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하 요인  

문제형 하 요인은 체 평 평균을 산출할 때는 역-

코딩(reverse-coding)하여 계산하 고, 하 요인을 표

기할 때는 변수명의 의미를 반 하도록 역-코딩하지 

않은 원 수로 평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제시하 다. 

부모-자녀 계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사

후 검사 수가 높게 나타났고(F=7.09, p=.009), 하 요

인  친 (F=9.92, p=.002)과 존경(F=7.45, p=.008)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엄격 요인에서는 실험군

이 유의하게 낮았으나(F=5.04, p=.028), 헌신 요인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 p=.896). 

부모-자녀 애착의 경우 실험군이 조군보다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48, 

p=.013).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

다 유의하게 사후 검사에서 높았으며(F=5.04, p=.028), 

하 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

았고(F=17.44, p<.001), 문제형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63, p=.002). 

3. 프로그램 사후 만족도 및 출판기념회

부모님 자서  필 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후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표 6], 로그램에 한 반 인 만

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님 자서

 필 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지 질문한 결과 추천 의향 평균이 4.04 으로 높게 나타

나는 등 개인의 성장과 로그램 참여에 한 기쁨, 그

리고 추천 의도까지 반 으로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보 다. 

문  항 M±SD
(1)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참여를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한 

느낌이 든다.
3.89±.75

(2)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참여를 통해 부모님과의 관계
가 더 좋아진 느낌이 든다. 

4.02±.69

(3)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은 즐거운 경험이었
다. 

3.96±.78

(4)자서전 대상자(아버지/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다. 3.85±1.04

(5)부모님은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
하셨다. 

4.04±.92

(6)부모님 자서전 글쓰기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다. 

4.04±.73

표 6. 프로그램 사후 만족도 분석 결과

로그램 종료 후 별도의 비된 공간에서 다과와 식

사를 비하여 출 기념회를 열었다. 출 기념회에서

는 참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쇄된 자서  책자

를 나 어 주고 개인  소감을 나 는 시간을 가졌다. 

로그램 소회를 나 는 동안 진술문을 녹음하고 기술

하여, 학원생 3인과 상담심리학과 교수 1인이 유사한 

항목별로 합의하여 분류하 다. 합의  분석법은 단순

히 특정 어휘의 복보다는 이야기의 맥락이 요하므

로[24], 출 기념회에 모든 보조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보고 당시의 피험자의 비언어  메시지와 문장의 체

 맥락을 이해하기 해 노력하 다. 이를 해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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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해서 반복 으로 읽으면서 맥락의 의미를 악

하기 해 노력하 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평정자

들이 총 11개의 주요 진술문을 추출하 다. 추출된 진

술문은 감사와 함께 반복 으로 다시 읽으며 맥락상 유

사한 내용을 합의 으로 재분류하여 3가지의 주요 주

제와 기타 반응으로 분류하 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

어서 개방 으로 피험자에 한 일 일 면담을 실시하

여 질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체 으로 소감

을 나 는 활동에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심층 인 피

험자의 내면을 분석하기 보다는 피험자가 보고한 내용

을 단지 분류한 것에 해당되므로 질  분석 결과를 

로그램의 효과 반으로 확 하여 해석하는 것을 지양

하여야 한다. 피험자들의 보고에 따른 주요 주제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님에 한 인 인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서 의 참여를 통해 부모라는 역할이

나 추상 인 부모에 한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의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사

람의 인생에서 그냥 아빠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

니라 아빠의 애기부터의 (성장)과정을 들으니까 그냥 

한사람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아빠로서만 이제까지 안 

것 같아요.”

둘째, 부모님의 특정 행동에 해 이해할 수 있는 시

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왜 러실까?’하고 평소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는

데, 이번 자서  필을 통해 부모님의 성장사를 나

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진술이었다. 

“ 는 원래 좀 아버지랑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았

던 모습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에게 좀 집

착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가족 모임을 하면 필참을 하

다 시피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알고 보

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족이 분열했다가 다시 합친 

이 있어서 그 다는 걸 알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어

요.”

“ 는요 아빠를 했는데요. 근데 아빠가 이런 분 기

가 있으면 이야기를 피했는데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

거든요... ( 략)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신 편인데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아빠의 어릴 때 환경을 듣다보니깐 아빠가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빠가 그랬구나를 알

게 되었고 아빠가 지  엄청 노력을 하는 구나라는 것

을 알게 되었어요.”

셋째, 부모님과의 화를 통해 부모님과 자신이 행복

감을 경험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 는 부모님이 다 새벽에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새

벽에 출근하신다고 다 일  주무세요. 10시, 11시 사이? 

근데 는 야행성이라 그때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집에

도 늦게 들어가는 편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 부모님은 주무셔서 얼굴을 못보고, 부모님은 5-6

시에 출근하시니깐 그땐 제가 자서 화를 거의 못하거

든요. 평상시엔 얼굴도 못 보는데 이거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랑 화도 많이 하고... 근데 엄마께서 옛날이야

기를 하시면서 엄청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말하셨거든

요. 그래서 ‘아- 엄마가 이 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 하는 구나’라는 걸 느 고, 그리고 엄마 손잡고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니깐 행복했어요.”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출 기념회를 통해 로그램

에 한 만족도와 소감을 표 한 결과 반 인 만족도

가 높았고, 부모님에 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으며, 

행복감을 느 다는 반응이 많았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학생들의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부모-자녀 계

와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

녀 계에서 친 감과 존경심은 유의하게 높아졌고, 엄

격함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 자서  

필을 통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 고, 

이러한 공동의 활동 시간 증가로 인해 친 감이나 애착

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의 양은 부모-자녀의 계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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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향을 미치며 상호 이해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5].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경우 자녀가 극

으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에게만 집 하는 활동

이므로 애착과 친 감 등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 존경의 경우, 어려운 역경을 딛고 살아온 성장사

를 기술하면서 존경심이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

자녀 계는 자녀의 공감과 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26], 자서  작성을 하 부모에 한 극  

이해와 공감은 부모-자녀 계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

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계

에서 헌신요인의 경우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러한 부분은 부모-자녀 계에 한 설문 조사를 

로그램 과 로그램 후로 나 어 조사를 하 으므

로, 헌신과 같은 요인의 증진은 단기간의 로그램 진

행  발생하기 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을 상으로 부모-자녀 계와 우울증

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울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부모

와의 친 감과 존경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27], 부모-자녀 계는 자존감과 우울을 통해 자

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

려해 볼 때[28], 부모-자녀 계의 증진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한 

부모-자녀 간의 애착은 학생들의 사회  응이나 

개인의 정서  응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학 환경

응에 이르기까지 범 한 학생활 응과 정  상

을 보 고[29], 부모와의 애착 계가 낮은 학생들은 

취업스트 스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30], 

부모와의 애착 계 형성은 재의 응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구직활동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최근 재혼가정의 증가로 인해 새 부모

와 새 자녀 간의 가족 계 증진을 한 로그램의 개

발도 시도되고 있으며[31], 이러한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부모와의 계 증진을 도모하는데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

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

의 계 증진을 한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증진을 가져왔다.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

통은 증진하 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 자서  필을 통해 이해하게 된 부모의 

성장사와 그에 한 필자의 성찰서사는 부모에 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는 자녀와의 잦은 과 자신을 

이해하기 해 노력하는 자녀의 태도에 상호 의사소통

의 태도가 증진되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자서  

작성을 한 면 에서도 부모의 이야기를 극 으로 

경청하고 반 하는 태도는 의사소통에 정 으로 

향을 미쳤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

트 스는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데, 이 

과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 스가 비행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3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증진은 청소년 비행을 방하는 데에도 효과 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었으며

[33], 청소년과 기 성인기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

통은 인터넷 독에도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34][35], 국내에서 행 독의 표 인 문제

로 등장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독에 한 한 

안  하나로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최  고민  하나인 진

로와 련해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증진시켜 진로결정몰입을 유의하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36],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의 증진을 도모하는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유용성을 기 해 볼 수 있다. 

지 까지 논의한 부모-자녀 계와 의사소통에 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계 증

진과 의사소통 역량의 증진은  생애에 걸쳐서 인간

계와 정서, 응 등에 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계와 소통은 반드

시 나타나는 필수  상이며, 이에 해 자녀를 심

으로 극 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계를 증진시키는 

로그램이라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은 자녀 주도 인 로그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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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부모가 주도 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과정

을 보이는 부모 주도형 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표  강 으로 작

용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계의 질을 극

으로 향상시킨다는 에서 매우 의미있는 로그램

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을 통한 부모의 변

화를 직 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필

자인 자녀를 심으로 로그램을 수행하 고, 부모-자

녀 계의 변화를 자녀의 지각을 심으로 측정하 으

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변화를 함께 측정할 것

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 자서  필 로그램의 참여자가 학생

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계층에서 효과성을 주장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고생을 비롯한 기 성인

들에게도 확 하여 본 로그램을 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련하여, 실험설계 방법

에서 피험자들을 완  무선화하지 못하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무선 배치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양  연구와 질  연구의 통합  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질  연구부분이 피험자의 깊이 있는 

의식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피험자의 응답을 분류한 것

에 그쳤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로그램을 통해 변화

된 피험자의 내  성장을 보다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극 인 활동을 심으로 부모-자녀 계의 증진을 도

모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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