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최주현1, 김인홍2*

1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상담학과 석사, 2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s of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on
Emotional Reaction Attitude,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Coaching Style of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hyun Choi1, In-hong Kim2*

1Master,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Counselling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아기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그리고 감정코
칭 양육태도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U시에 위치한 K, P 어린이집에 만 4, 5세 유아기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28일 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칭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후 양육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부모유형에서는 축소전환
형, 억압형에서는 실험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코치형에서는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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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on emotional reaction attitude,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coaching style of 
mother with young children. A total 60 mother with young children at K city were particip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better score in the parenting efficacy than the control group after taking program 
A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better score in the emotional coaching style than 
the control group affer taking program.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significance in presenting 
scientific evidence of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Emotional Reaction Attitude,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Coach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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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인지, 언어 및 운동능

력이 발달하고 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및 자율적인 행동
이 발현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나는 시
기이다[1]. 부모는 이러한 시기에 유아의 강한 모델로서 
유아의 성격 형성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규범, 가치, 도덕성을 가
르치고 이를 내면화 하도록 도움을 주어 자녀의 부적응
을 낮추고, 완화시키는 중요한 존재이다[2].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및 가족 형태의 변화로 부모역할
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
방법 및 자녀교육의 가치관 형성에 힘들어하고 있다. 또
한 부모들은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에 자녀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 효과
적인지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에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학부보들의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3]. 

바람직한 부모 교육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코칭’ 이다. ‘코칭’의 철학적 배경은 인간 자신의 욕
구를 충족하고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며, 만약 효율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4]. 그리고 ‘감정코
창’은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대방의 
사고와 정서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즉, 환경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용, 이
해.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이해, 공감하며 환경
에 효과적 대처하도록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
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5]. 또한 ‘감정코칭’은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
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오히려 부
정적인 감정을 인정해주고 이것을 타인과 보다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6]. Gottman[7]은 
감정코칭에 대한 5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자녀의 
감정 인식하는 1단계, 감정의 순간에 친 감을 형성하고 
교육의 기회로 삼는 2단계,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
하는 3단계, 자녀의 감정을 지지하고 명명 화하는 4단계,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끌어주고 행동의 한계
를 정해주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감정코칭의 
다섯 단계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감정은 수용하지만, 행
동에는 제한을 두어야하는 양육태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지지 적으로 반응하면 자녀
는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다루면서 보다 효과적으
로 조절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정서를 표현 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후 부모의 정서표현은 자녀의 인간관계, 사회 적응 능력,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의 정서표
현은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
통 스타일로[8], 표현하는 것에 따라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정서표현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 서로
에 대한 인식과 감정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 정서
표현은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의 요구나 상대의 약점에만 관심을 두어 비합리적인 행
동만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9].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표현이 자녀가 부정적으로 감정을 표현 할 때 수용
하지 않게 되면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부정하게 
되고 위협적으로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스스로 느끼는 정서의 의미나 다루는 방법들을 탐색하려
고 하지 않는다[10]. 자녀의 정서를 표현에 부모가 이를 
무시한다면 자녀는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어 화
가 나게 되고,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양육자와의 관계에
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표출 되어 갈등이 유발된다[11]. 

그리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자녀가 발달하고 정서적 
안정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육태
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양육 효능감은 부모로부터 발현
하며, 바람직하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부모역할의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다[12]. 그러므로 부모가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자녀에게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녀를 능력과 강점이 많은 존재로 인정
한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효능감
이 낮은 부모에 비해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
하였다[13]. 

또한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
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 하는 양육방식을 말하는데, 
Gottman[7]은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을 4가지로 구분
하였다. 첫째, 축소전환 형은 자녀의 정서를 무시하고 중
요하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빈정
대거나 놀리는 부모의 유형이다. 둘째 억압 형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녀의 감정을 엄하게 야단치는 부모의 
유형이다. 셋째 방임형 부모유형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
고 공감해주지만, 자녀가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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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retest Treatmnent Posttest

Exp. Ye₁ X₁ Ye₂

Con. Yc₁ Yc₂

Ye,Yc₁= Pretest(emotional reaction attitude, parenting efficacy, emotion coaching style); Ye,Yc₂=Posttest(emotional reaction attitude, parenting 
efficacy, emotion coaching style); X₁=Intervention(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Exp.= experimental group Con= control group

Table 1. research design 

제시하지 못하는 부모의 유형이다. 넷째 감정코칭 형은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주지만, 적절 치 못한 행동은 제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정조절 방법과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가르치는 부모 유형이다[7]. 감정코칭 형은 
부모가 자녀의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도
록 돕는 코치 역할을 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일컫는다[6]. 
즉,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가 슬픔이나 분노를 표
현했을 때 부모가 감정코칭 양육방식으로 아이들의 감정
을 공감하고 다 받아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정 코칭 부모교육에 대해 수행한 연구들은 
감정코칭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보고
자 하는 변수들을 의사소통이나 양육 효능감의 효과를 
주로 본 연구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다[13-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정 코칭’ 에 맞
추어 정서반응태도와 감정코칭 양육유형을 변수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감정코칭 부모교육프
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유아기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정서반응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양육 효능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감정코칭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상자 모집을 위해 U시에 위치하고 기관

장이 동의한 K, P어린이집만 4, 5세 자녀를 보내는 어머
니 중 연구에 동의한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G*Poewr 3.0프로그램으
로 두 집단 간 검정력(1-β)=.80, 유의수준(α)=.05로 하
여 산출한 결과가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각 군당 30명이
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
험군으로 선정한 K어린이집 32명, 대조군으로 선정한 D
어린이집 32명으로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 척도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이 탈락하였고, 실
험군은 개인사정으로 2명이 탈락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군 30명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부모교

육프로그램이 유아기 어머니의 정서반응 태도, 양육 효능
감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Table 1참조).

2.3 연구도구
2.3.1 정서반응태도
본 연구에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태

도는 Saarni[17]의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PACES)를 An[18]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20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0- 80점 사이이며, 상황이 타인에게 피
해를 주는 경우와 부모의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해야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다. 점수의 해석은 낮을수
록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가 비지지
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68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7이었다. 

2.3.2 양육 효능감
최형성과 정옥분 [19]의 어머니 양육 효능감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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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Session Theme Contents

Orientation 1 Understanding
education & emotion

 Objectives of program, Introduce me
 What is emotion and emotion coaching?

Self awareness 2 What type of parents do I 
have?

 Learn the tye of emotional coaching parenting
 To know my child's temperament

Emotional coaching
 phaseⅠ 3 Capturing emotions  Capturing a child's feelings

 Understanding other people's feelings

Emotional coaching
 phaseⅡ 4 To take a moment of 

emotion as a good opportunity
 Coping with a child's negative feelings
 To accept and empathize with a child's feelings

Emotional coaching
 phaseⅢ 5 Empathy and listening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empathy

 Understanding the types of conversations concepts

Emotional coaching
 phaseⅣ 6 Helping to express feelings  Emotional naming

 Judgment and coping with emotions

Emotional coaching
 phaseⅤ 7 A change to desirable 

behavior
 To reprove, praise, apologize correctly
 To play a good adult

Emotional coaching
parents' commitment 8 I'm an emotional coaching 

parent
 Expressing one's desired family
 To convey one's gratitude

Table 2.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 영역은 전반적인 양육 효능
감,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37- 1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의 양육 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 된
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는 .81이였다.. 

2.3.3 감정코칭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가트만과 남은영[6]의 부모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81문항
으로 구성되어, ‘예’, ‘아니오’ 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채
점은 우선 4가지 유형(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칭형)의 문항별로 ‘예’에 응답한 항목의 개수를 더한 후, 
유형별로 합산 점수를 각 유형의 문항수로 나누어 각 유
형별 점수를 산출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78이었고,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9였다.

2.3.4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절차
본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John Gottman[20]

이 개발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참고문헌과 감정코칭 부모교육 강사 1인과 관
련학과 교수 2 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
구성하였다.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
별 90분에 걸쳐 총 8회기로 집단요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진행은 각 회기 마다 어머니와 자녀의 감정인식 
위해 감정일기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쉽게 적

용하기 위해 역할극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강의,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1회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와 참가자 간 친 감 형성 단계로, 2회기에는 전반적인 
감정코칭 이론 설명과 어머니의 자기인식 과정을, 3-7회
기는 감정코칭 5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머
니와 자녀의 대화를 직접 체험하는 역할극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8회기는 교육을 통해 변화된 점 등을 서로 나누
는 시간과 다짐의 시간으로 실시하였다. 진행은 감정코칭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하였다. 
각 회기별 주제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8주 동안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G시의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 
DGU IRB 20180009)을 받은 후, 기관의 협조를 구하였
다. 그리고 연구자가 연구 참여희망을 공지한 후 연구대
상자에게 연구된 자료를 익명으로 사용하고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도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것 등 연구윤리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서면 동
의를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프로그램 실
시하기 전에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반응태도, 양
육 효능감, 감정코칭양육태도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실험군에게는 감정코칭 부
모교육 프로그램 8회기 후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두 
집단의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평균 20
분 정도 걸렸으며, 설문참여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대조군에게는 연구종료 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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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30) Con.(n=30)

 p-value
n(%) n(%)

child‘s age 
4 18(60.0) 18(60.0)

0.000 1.000
5 12(40.0) 12(40.0)

The number of children

1 people 13(43.4) 12(40.0)

0.183 0.9132 people 14(46.6) 14(46.6)

3 people 3(10.0) 4(13.4)

Infantile 
order of birth

First born 19(63.4) 21(70.0)

0.350 0.840Second born 9(30.0) 7(23.4)

Third born 2(6.6) 2(6.6)

Mother's age

26 ~ 29 9(30.0) 7(23.4)

0.726 0.867
30 ~ 39 17(60.0) 17(56.6)

40 ~ 44 3(7.0) 4(13.4)

≥45 1(3.0) 2(6.6)

One's mother's 
occupation

Housewife 22(73.3) 20(66.6)

0.318 0.853Full-time work 4(13.3) 5(16.7)

Part-time work 4(13.4) 5(16.7)

A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5(50.0) 18(60.0)

0.606 0.739College 5(16.6) 4(13.4)

University 10(33.4) 8(26.6)

Family income

150 ~299 8(26.7) 7(23.4)

0.126 0.939300~449 14(46.6) 14(46.6)

≥450 8(26.7) 9(30.0)

Table 3.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0)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값의 유의수준은는 
p<..05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est, t-test
로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검
증은 t-test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대한 동질성검증 
유아연령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만 4세에 18명

(60.0%), 만 5세에 12명(40.0%)이고, 자녀수에 있어 실
험군은 1명 13명(43.4%), 2명 14명(46.6%), 3명 2명
(10.00%), 대조군은 1명 12명(40.0%), 2명 14(46.6%), 
3명 4(13.4%)였다. 그리고 유아의 출생 순서는 실험군은 
첫째 19명(63.4%), 둘째 9명(30.00%), 셋째 2명(6.67%), 
대조군은 첫째 21명(70.00%), 둘째 7명(23.4%), 셋째 2
명(6.6%)이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26세이상 ~ 30세미

만 실험군은 9명(30.0%), 대조군은 7명(23.4%), 만 30세
이상 ~ 40세미만 실험군은 17명(60.0%) 대조군은 17명
(56.6%), 만 40세이상 ~ 45세미만 실험군은 3명(7.0%), 
대존군은 4명(13.4%), 만 45세이상 실험군은 1명(3.0%) 
대조군은 2명(6.6%)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에서 실험군은 
전업주부 22명(73.3%), 전일제주부 4명(13.3%), 시간제
주부 4명(13.4%), 대조군은 전업주부 20명(66.6%), 전일
제주부 5명(16.7%), 시간제주부 5명(16.7%)이고, 어머니
의 교육정도에서 실험군은 고졸 15명(50.0%), 대학졸업 
5명(16.6%), 대학교졸업 10명(33.4%), 대조군은 고졸 
18명(60.0%), 대학졸업 4명(13.4%), 대학교졸업 8명
(26.6%)이었다. 그리고 수입에서 실험군은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8명(26.7%), 300만원이상 ~ 450만원미
만 14명(46.6%), 450만원이상 8명(26.7%), 대조군은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7명(23.4%), 300만원이상 
~ 450만원미만 14명(46.6%), 450만원이상 9명(30.0%)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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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n=30) Con.(n=30)

t p
M±SD M±SD

Emotional reaction attitude 53.47±4.58 54.87±5.92 -1.03 0.310

  Damage to others 30.53±3.38 31.00±2.80 -0.58 0.563

  Emotional control 22.93±2.45 23.87±4.83 -0.52 0.350

Parenting efficacy 125.0±17.98 120.7±23.40 0.79 0.432

  Overall Parenting efficacy 34.70±5.86 33.73±8.25 0.52 0.603

  Child rearing ability 26.07±3.89 24.73±4.46 1.23 0.222

  Communication ability 29.63±4.08 28.20±5.41 1.16 0.251

  Learning guidance ability 20.20±4.04 19.80±4.61 0.36 0.722

  Discipline ability 14.40±2.28 14.27±2.36 0.22 0.825

Parents’ emotional coaching style

  Changeover style 11.53±2.75 12.47±2.99 -1.26 0.214

  Suppressive style 10.13±3.05 11.53±3.34 -1.70 0.095

  Noninterference style 5.87±1.28 5.13±1.81 1.81 0.076

  Emotional coaching style 16.40±3.73 16.27±1.80 0.18 0.861

Table 4.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at Pre-test        (N=60)

Variables Time
Exp.(n=30) Con.(n=30)

t p
M±SD M±SD

Emotional reaction attitude
Pre 53.47±4.58 54.87±5.92 -1.03 0.310

Post 55.90±4.25 55.73±4.60 1.17 0.668

  Damage to others
Pre 30.53±3.38 31.00±2.80 -0.58 0.563

Post 32.53±2.67 31.93±2.95 0.83 0.412

   Emotional control
Pre 22.93±2.45 23.87±4.83 -0.52 0.350

Post 23.37±3.00 23.80±3.43 -0.52 0.604

Table 5. Emotional Reaction Attitude Changes in Emotional Coaching s Parents Education Program       (N=60) 

3.2 종속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
    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사전 종속변수인 정서반응태도 그리고 
하위변수인 타인피해, 정서조절, 그리고 총 양육 효능감, 
하위변수인 전반적 양육 효능감, 양육능력, 의사소통능
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또한 감정코칭 부모유형에
서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현에 대한 실험
군과 대조군의 사전 평균값을 검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두집단은 동질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참조).

3.3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정서반응태도에 
    미치는 효과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정서반응 태
도에서의 평균값 표준편차는 실험군(55.90±4.25), 대조
군(55.73±4.6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t=1.17, 
p=.668)가 없었다. 또한 하위변속인 타인피해에서 실험

군 (32.53±2.67) 대조군(31.93±2.95)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t=0.83, p=.412)없었고, 정서조절도 실험군
(23.37±3.00) 대조군(23.80±3.43)으로 유의한 차이
(t=-0.52, p=.604)가 없었다(Table 5 참조).

3.4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총 양육 효
능감에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실험군(135.7±18.87), 
대조군 (123.4±24.34)로 실험군이 더 높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19, p=.032)가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전반적 양육 효능감은 실험군
(38.93±6.67), 대조군 (34.07±8.94)로 실험군이 더 높
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39, p=.020 를 나
타내었다. 양육능력도 실험군(27.53±3.62), 대조군 
(25.20±4.86)으로 실험군이 더 높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11, p=0.39)가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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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ime
Exp(n=30) Con(n=30)

t p
M±SD M±SD

Parenting efficacy
Pre 125.0±17.98 120.7±23.40 0.79 0.432

Post 135.7±18.87 123.4±24.34 2.19 0.032

  Overall Parenting efficacy
Pre 34.70±5.86 33.73±8.25 0.52 0.603

Post 38.93±6.67 34.07±8.94 2.39 0.020

  Child rearing ability
Pre 26.07±3.89 24.73±4.46 1.23 0.222

Post 27.53±3.62 25.20±4.86 2.11 0.039

  Communication ability 
Pre 29.63±4.08 28.20±5.41 1.16 0.251

Post 31.93±3.90 29.33±5.05 2.23 0.030

  Learning guidance ability
Pre 20.20±4.04 19.80±4.61 0.36 0.722

Post 22.13±3.96 20.13±4.31 1.87 0.067

  Discipline ability
Pre 14.40±2.28 14.27±2.36 0.22 0.825

Post 15.20±2.01 14.67±2.77 0.85 0.397

Table 6. Parenting efficacy Changes in Emotional coaching s parents education program          (N=60)

Variables Time
Exp(n=30) Con(n=30)

t p
M±SD M±SD

Parents’ emotional coaching style

 Changeover style 
Pre 11.53±2.75 12.47±2.99 -1.26 0.214

Post 8.93± 3.33 12.13±2.19 -4.39 <.001

  Suppressive style
Pre 10.13±3.05 11.53±3.34 -1.70 0.095

Post 5.87±4.47 12.67±4.71 -5.74 <.001

  Noninterference style
Pre 5.87±1.28 5.13±1.81 1.81 0.076

Post 5.33±1.88 5.80±2.04 -0.92 0.361

  Emotional coaching style
Pre 16.40±3.73 16.27±1.80 0.18 0.861

Post 18.07±3.85 16.00±4.75 0.92 0.030

Table 7. Parents’ Emotional Coaching Style Changes in Emotional Coaching Parents Education Program   (N=60) 

력은 실험군(31.93±3.90), 대조군 (29.33±5.05)로 실
험군이 더 높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2.23, 
p=.030)를 보였다(Table 6 참조).

3.5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감정코칭 부모유
    형에 미치는 효과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축소전환
형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실험군(8.93±3.33), 대조군 
(12.13±2.19)로 실험군이 더 낮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t=-4.39, p<..001)을 보였고, 억압형도 실험군
(5.87±4.47), 대조군 (12.67±4.71)로 실험군이 더 낮은 점
수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5.74, p<.001)를 나타냈다. 
그러나 방임형은 실험군(5.33±1.88), 대조군 (5.80±2.04)
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t=-0.92, p=.361)를 보이지 않았
다. 그리고 감정코치형에서는 실험군(18.07±3.85), 대조군 
(16.00±4.75)로 실험군이 더 높은 점수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t=0.92, p=.030)를 보였다(Table 7 참조).

4.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에게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 한 후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
칭 양육태도로 그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
인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서반응태도에서 실험군
은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하위영역인 타인피해, 정서조절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서반응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인 태도로 해석되는데 총 정서반응태도와 하위변수인 타
인피해와 정서조절에서 본 연구결과는 실험군에서 사전 
평균점수보다는 사후평가점수가 증가하였지만 대조군과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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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후 부모의 정서반응 태도가 지지적으로 변화
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13,21], 유아기 부모대상으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부모의 정서반
응 태도가 지지적으로 변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8] 
등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승근[22]은 부모의 정서적 태도 변화를 시키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 뿐 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과정으로, 부모가 감정에 대해 충분히 인
식하고, 탐색하는 등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에 대한 
행동 개입이 들어간 부모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
한 정순종[23]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문제 상황에서 정서
에 대한 직접적 행동개입이 들어가 부모가 정서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부모의 정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정서의 인식 변화까지는 어려워 설문지에 나
와 있는 문제 상황에 맞는 정서의 인식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Gottman[7]은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의 
순간에 드는 감정이 아동기 부정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
한 원인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내면에 깊이 자리 잡
고 있는 감정의 깨닭음은 잘 못 된 감정에 대한 이해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
는 정서는 부모가 감정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알면 인식, 
조절, 수용하며 자신의 문제행동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므로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내면의 
정서까지 인식하기에는 30 명이라는 집단의 크기로 상담
자와의 깊은 상호교교환의 부족과 8회기의 프로그램의 
기간의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양육 효능감에서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서 감정
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하위변수인 전반적 양
육 효능감, 양육능력, 의소통능력에서는 프로그램 실시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효과적이었으
나 학습지도능력과 훈육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코칭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양육 효능감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24,25,27,28]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양육 효능감은 부모역할의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
념으로, 양육 효능감은 부모가 소유한 양육기술과 행동을 
얼마나 스스로 잘 조절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29].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코칭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고, 부모 자신이 현재 자녀의 감정을 충
분히 인식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
작한 부모들이 더욱 크게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감정코
칭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자녀
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하게 된 후 
자신감을 가지는 됨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
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역
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머니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여 힘든 자녀를 다룰 때 더 
능숙해 지는데[30], 감정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
들이 스스로 배운 내용을 자녀에게 적용하고 잘되고 있
는 점과 바람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
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
련된 학습지도능력과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훈육 능력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능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인
지적 요소로[27],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
식과,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능력을 신뢰 할 수 있는 정도
를 말한다[12]. 이와 같이 양육 효능감에서 관련된 구체
적인 지식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지도와 훈육능
력에 관한 지식 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관련 
된 지식 부족의 결과로 두 하위변수에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 본 연구 결과, 실험군에
서는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축소전환
형, 억압형은 줄고, 감정 코칭형에서는 늘어나면서 대조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방임형에
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
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은 줄고 감정 코칭
형을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31]와는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그리고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감정코칭 부모
교육 프로그램 후 감정코칭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축소전
환형, 억압형, 방임형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줄어들어 전
체적으로 자녀양육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
구[3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축소전환형의 부모는 자녀가 감정을 나타낼 때 그 감
정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 간과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억압형 양육 유형은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녀의 감정 자체를 비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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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방임형 양육유형은 자녀의 모든 감정을 허용하지
만 행동에 대해서는 선도해 주지 않은 방식이다[7]. 그리
고 감정 코칭형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감정을 허용하
되 그 행동을 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5단계로 구성되어 1단
계,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기,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친
감 형성과 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3단계, 자녀의 감정 공
감하기, 4단계,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5단계,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기로 구성되어 있어[33], 프로그램이 단계
별로 부모의 변화를 유도하여 프로그램 후 축소전환형, 
억압형은 줄고 감정 코칭형은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방임형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방임형은 자녀의 감정을 다 인정하고 공감
하지만, 자녀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주거나 한계
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감정 코칭형과 방임형 부모가 아
이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감정 코칭형은 아이의 
감정이라는 세계를 해쳐 나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방임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며, 조건 없는 수용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가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가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해도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6]. 그러므로 본연
구의 결과는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서 Gottman[7]의 
부모교육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자녀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
에는 한계를 정해 주기의 내용과 구성이 방임형을 변화
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감정코칭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어머
니의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생겼으며, 아이의 감정을 공감 할 수 있는 감정 코칭
형으로 양육 스타일이 변화 될 수 있어 부모교육 프로그
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정서반응태도에서 
효과가 없었다. 이에 추후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상황에서
의 행동개입, 그룹의 크기, 자녀교육의 지식적인 부분 그
리고 자녀에게 코칭과 관대함의 차이 등을 고려한 프로
그램의 내용, 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양육에 대
한 양육 능력 내용에서 부모의 인식 확대와 지식 부분 확
대 그리고 아이의 길잡이 역할의 강조 등을 고려 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직접적 개입 시연 확대, 동영상 
피드백, 집단의 크기 등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이러한 부
분을 고려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
아기 어머니들의 정서반응태도, 양육 효능감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 유아기 어
머니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
적으로 실시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실험연구이다.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효
능감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
그램은 유아기 어머니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
록 하였으며, 또한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를 바람직하게 변
화시켜 양육에 도움을 주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될 것을 보여준다. 다만 한 지역에 2개의 기관에
서만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으므
로 추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 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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