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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부모가 분노를 잘 조 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부모에게는 분노조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등학생 부모를 상으로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켜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을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로그램의 개발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의 과정을 거쳤다. 분석 단계에서는 련 문헌을 고찰하여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설계 단계에서는 차시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 으며 그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 다. 개발 단계
에서는 1차 2시간씩 8차의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문가로부터 내용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실행 단계에서
는 주 1차씩 8차에 걸쳐 로그램을 용하 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여 
내용을 보완하 다. 로그램의 평가는 양  방법과 질  방법을 병행하 다. 양  방법은 사 ·사후 비교
를 통해 검증하 으며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분석하 다. 질  방법은 질문지와 면담 방법을 
이용하 다. 로그램 시행 후 참여자들의 사 ·사후 비교분석 결과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 부모효능감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로그램 참여 후 직  기술한 질  평가내용에서도 
확인되었다. 끝으로 연구자는 본 로그램의 발  방향을 제시하 다.

■ 중심어 :∣분노∣분노조절능력∣부모교육 프로그램∣

Abstract

When the parents are unable to control anger properly,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children. Therefore, parents need anger control ability very m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anger control ability of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o that it could help them to perform their parental role.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llowed the procedure of analysis, design, development, execution, and assesment. In 
the analysis stage,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to explore in depth the ways to improve 
anger control ability. In the design stage, the goals were confirmed and learning objective for 
each session was defined, and according to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selected. In the 
development stage, 8 sessions of education activities were formulated with 2 hours for each 
session and experts were consul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In the execution 
stage, the operating method was proposed and the program was applied with a total of 8 
sessions, 1 session for a week. In the final assessment stage, the effect of the program was 
assessed. Assessment of the program was carried out b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e quantitative method was verified by pre-and-post comparison, and analyzed by 
Wilcoxon Signed Ranks Test. For the qualitative method,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used.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e pre-and-post comparison was carried out. The 
result shows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both anger control ability of parents and 
parenting efficacy. Also, participants reported the program was very helpful for increasing 
parenting skills in many aspects. Lastl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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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모들이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은 개인에 따라 차이

가 있겠지만, 사소한 일상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자녀가 자기 생각 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 씻

으려 하지 않는 것, 자신이 늘어놓은 물건을 치우지 않

는 것, 친구들과 놀면서 동생을 따돌리는 행동 등이 부

모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자녀가 학교

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약속한 시

각까지 숙제를 마치지 않는 것, 공부할 시간에 다른 짓

을 하는 것도 부모의 분노 유발과 련이 있다.

분노가 발생했을 때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

다 다르다.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기

도 하고,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말다툼을 하

거나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한, 여러 방법을 사

용하여 분노를 진정시키는 사람도 있다. 분노는 표 하

는 방식에 따라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 로 구분된

다. 분노 표  방식 에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역

기능  분노 표  행동이다. 분노조 은 기능  표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분노를 효

과 으로 해결하는 것이다[32].

부모가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

할 경우 자녀에게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 부모

들의 조 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 자녀들은 공격 이고 

반항 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44], 이런 공격  행동

은 추후 범죄로 연결되는 경향도 있다[31]. 그러므로 부

모는 분노를 효과 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노조  방법을 배운 이 없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쉽다[51]. 부모들이 분노조

 방법을 학습한다면 자녀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분

노를 잘 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뿐 아니라 아동들도 분노조 능력을 키워야 한

다. 특히 등학교 시기는 분노 등 정서로 인한 문제

이 두 될 수 있으며[16], 행동 , 정서  경험이 청소

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15]. 그

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분노조  등과 같은 정서지도

도 해야 한다[27]. 부모가 자녀들이 경험하는 분노를 효

과 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해선 부모 자신들의 분노

가 먼  해결되어야 하며 한, 부모들이 분노 조  방

법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분노 련 부모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김경희[4]는 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어

머니를 상으로 어머니용 2회기와 아동용 8회기 로

그램을 시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회기 수를 늘리고 

나이에 맞게 실천하고 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해

야 한다고 했다. 김유정[5]은 분노 수 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

는 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며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별 인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미선[26]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사이버 학의 학

습자인 어머니를 상으로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부

모의 분노조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부모를 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태양실[29]은 시각장애아 어머니를 상으로 REBT

를 활용한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연구에

서는 부모의 나이에 따라 사회  처 능력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며 다양한 종류의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했다. 이경미와 이인수[21]는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을 상으로 사티어 변형체계 치료모델

을 근거로 분노 다루기 부모교육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하지만 부모들을 상으로 하는 이들 연구 에서 

등학생 부모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부모 역할은 변하는 속성이 있다[33]. 그러므로 부

모교육 로그램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고안해야 

한다[54]. 이것이 등학교 부모의 분노조 능력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

유이다. 

특히 등학교 시기는 분노 등 정서로 인한 문제 이 

두 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발달특성을 고려한 한 

지도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양육 시 경험하는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공격 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하려면 부모들의 분노조 능

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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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

교육 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2. 개발된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

그램은 효과가 있는가?

2.1 로그램 참여가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

시키는가?

2.2 로그램 참여가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가?

2.3 로그램의 유용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근거가 되는 이론  배경과 선행

연구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분노와 분노조절 
분노는 연구자들의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verill[40]은 분노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찰

하여 학습된 사회 인 결과로 생겨나는 감정 인 반응

이라고 했다. Carter와 Minirth[43]는 가치나 욕구가 거

부당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정서  반응으

로,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나 자신의 욕구 실 이 

지당했을 때 이에 항하기 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했

다. Novaco[49]는 생리  각성  공격 경향성을 수반

하는 부정  정서로 체면이 손상되거나 상황을 

이고 불쾌한 것으로 지각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

응이라고 했다.

홍상황, 곽경숙과 김미라[30]는 분노를 인지 인 기

의 좌 로 발생하는 감정  반응으로 성가심, 짜증, 

심한 화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서라고 했다. 채유

경[28]은 인간에게 빈번히 경험되는 보편  정서로,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종종 발생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표 된다고 하 다.

분노를 표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노억제는 분

노표 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으로, 이미지 손상이

나 계가 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분노를 마음에 담아

두며 억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는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거나 

사람을 피하고 속으로만 상 방을 비난하며 피하는 행

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26].

분노표출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상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표출이 강한 사람들은 화

가 난 감정을 조 하거나 진정시키지 못한다. 화난 표

정을 지어 보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

이는 등 자신의 개인 인 욕구만을 강하게 강조하고 타

인의 욕구를 으로 무시하기도 한다[25].

분노조 이란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조 하면서 

화를 진정시키기 해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한, 냉정함을 유지하고 상 방을 이해하는 행 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건 하게 표 하는 능

력이다[10].

본 연구에서는 분노를 일상에서 자녀와 상호작용하

는 동안에 자주 경험하는 성가심, 짜증, 화남 등의 정서

인 반응으로, 분노조 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

지 않고 분노감정을 효과 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

의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분노 련 선행연구  분노 련 로그램을 분노조

 방법 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illiams[42]는 분노조 의 6가지 요소를 분노 인지, 

자기 이해하기, 타인 이해하기, 분노조  략, 합리

인 의사소통, 분노 상황의 해결로 범주화하 다. 

Kendall[47]은 문제 해결과 사회  기술교육, 처 모

형, 역할연기, 실제 인 경험과 과제들, 정서 교육, 과제 

할당 등을 들고 있다. 홍상황, 곽경숙과 김미라[30]는 

분노조 을 한 근은 행동치료, 인지변화에 을 

둔 기법, 정서 심 치료, 의학 , 종교 , 사회문화  

근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분노조  로그램은 부분 자신의 분노 상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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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분노를 조 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 하도록 돕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Novaco[50]는 인지 행동  

근을 통한 분노감소 로그램을 개발하 다. 내용은 분

노반응에 여하는 상황  유발요인과 환경 인 단서

들을 확인하게 한 후 상황을 재구조화하여 건강한 반응

을 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등이다.

Sarason과 Sarason[36]은 모델링과 역할연기 등의 

인지 사회  기술훈련이 행동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했

다. Hazaleus와 Deffenbacher[52]는 분노를 이기 

해 인지  응기술과 이완 방법을 용한 결과 분노조

훈련 로그램이 효과 이라는 것을 입증하 다. 

Larson[37]은 문제 해결 심, 스스로 조 하기, 스스로 

가르치기 등으로 구성한 로그램이 분노조 에 효과

가 있음을 발견하 다. Deffenbacher 등[39]은 사회  

기술훈련, 인지 이완 응 훈련 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 다.

홍상황, 곽경숙과 김미라[30]는 분노 이해하기, 분노 

알아차리기, 생각 바꾸기, 면역하기, 제 로 표 하기 

등으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김정은과 김유미[6]는 분노의 의미와 분노감소의 필

요성 알기, 화 발견하기, 화의 원인 탐색, 부 응  정서 

이해하기, 화를 바르게 표 하기, 자기 진정기술 찾기 

등의 내용으로 분노감소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 다. 서미화[18]는 인지의 재구조화, 스트 스 

면역훈련, 긴장 이완법, 주장훈련 등의 내용으로 로그

램을 구성하여 분노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 다.

김종주, 유형근과 권순 [7]은 화난 상황 이해, 합리

인 생각과 비합리 인 생각 구별하기, 분노감정 알기, 

감정표  조  등의 내용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안윤 [20]은 분노인식, 자기와 타인 이해, 인지의 재구

성과 자기 검, 이완  명상훈련, 합리 인 의사소통, 

분노상황 문제 해결 등으로 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 다. 류권옥과 채유경[12]은 분노 이

해, 분노 표 , 분노 해소방법 찾기 등의 내용으로 로

그램을 구성하 다. 김홍운[11]은 합리 인 사고방법 

익히기, 충동 통제하기 등 감정 인 방법 익히기, 분노 

상자에게 자기의 감정 달하기 등 행동 인 방법 익

히기 등의 내용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박연주와 유형근[17]은 정 인 사고 갖기, 분노 시 

생기는 변화 알기, 분노 이해하기, 비합리 인 생각 바

꾸기, 근육 이완법, 공감하기, 분노 표 하기, 자기 지시, 

화 다스리기 등의 내용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문

은주[13]는 분노의 이해, 분노 인지, 자기 각성, 근육 이

완 훈련, 비합리  생각 탐색, 자기 노출, 체계 둔감법, 

자기교시 등의 내용으로 분노조  로그램을 개발하

여 효과를 증명하 다. 강신덕[2]은 자신의 정서에 한 

이해, 자신의 분노 패턴 발견, 분노폭발을 지연시키는 

방법, 타인에 한 이해, 생각 검하기, 합리 인 사고

과정 인식, 바람직한 분노표  연습 등의 내용으로 분

노조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경미와 이인수[21]가 개발한 분노 다루기 집단상담 

로그램의 내용은 감정  분노 이해, 분노가 미치는 

향 인식, 분노 자각, 분노 처 방식, 분노표 , 분노

감정을 정  에 지로 바꾸기 등이다. 정미선[26]이 

개발한 부모의 분노조  로그램의 내용은 가족 자아 

상태 찰, 자신의 자아 구조 이해, 자신 이해하기, 화

법, 정 인 스트로크 사용, 반복 이고 부정 인 행동 

분석, 분노조  등이다. 태양실[29]은 비합리  생각과 

합리  생각 구분하기, 바른 감정 갖기, 논박하기, 분노

의 완화를 한 ABCDE 훈련, 정  자기 이미지 훈

련 등의 내용으로 REBT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

다.

김경희[4]는 분노 표 방식 알기, 정 감정과 부정 

감정 알기, 화가 났을 때 몸의 반응 알기, 부정 인 생각

을 정 인 생각으로 바꾸기, 합리 인 사고와 비합리

인 사고, 화를 통한 분노표  방법 등의 내용으로 

분노 로그램을 구성하 다. 김유정[5]은 분노와 생각-

감정-행동의 연 성에 한 강의, 분노 알아차리기, 화

가 나는 상황 찾기, 분노표출하기, 긴장 이완과 호흡법, 

비합리  사고를 합리  사고로 변화시키기 등의 내용

으로 분노조  로그램을 개발하 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14가지 방법을 추출할 수 있었다. 내용은 분노

지연, 자기 노출, 자기 화, 분노인식, 긴장 이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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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 과정 내용

분석 분노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 고찰, 
분노조절 방법 추출, 요구조사 

분노관련 척도, 분노 관련 프로그램, 초등학생 부모 요구조사
분노 지연, 자기 대화, 긴장 이완, 분노표현, 자기통제 등

↓

설계 학습목표 확인, 하위목표 설정
각 차시별 교육내용 선정

프로그램의 학습목표 확인, 각 차시별 하위목표 설정
각 차시별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습득 가능한 내용

↓

개발 차시별 세부적인 교육활동 구성
전문가 내용 타당성 검토, 보완

8차시, 총 16시간, 선행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및 단계 참조
이론적 영역, 실용적 영역, 대학교수, 부모교육전문가 등

↓

실행 운영방식에 따라 프로그램 적용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운영방식은 발표, 토론, 강의, 연습 등으로 수행에 초점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8차시 16시간 프로그램 적용

↓

평가 효과 및 실행가능성 평가 및 보완
16시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완성

양적, 질적 평가, Wilcoxon Signed Ranks Test, 개방형 질문
초등학생 부모의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 보완, 프로그램 완성

그림 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단계

표 , 주장훈련, 감정의 소통, 자기통제, 면역훈련, 합리

인 사고하기, 자기와 타인 이해, 역할극, 사회  기술

훈련 등이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부모

교육 로그램의 효과 검증으로 나 어 연구 차  효

과검증 방법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로그램 개발 모형은 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 단계 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차들을 명확하고 

체계 으로 제시해 주는 개념  틀이다[9]. 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등으로 구성된 교수체제 개발

(ISD)의 기본모형인 ADDIE 모형을 따랐다. 개발단계

와 진행내용은 [그림 1]과 같다.

1.1 프로그램 개발단계
1.1.1 분석 – 문헌고찰, 요구도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향상

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우선 련 

문헌을 고찰하 다. 고찰한 문헌은 분노조  로그램 

련 연구, 분노 련 척도 등이다. 문헌고찰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며 사용 빈도도 악할 수 있

었다. 추출된 분노조  방법들을 연구에서 사용한 빈도

를 고려하고, 비슷한 내용을 통합하여 14분야로 범주화

시켰다. 그 내용은 분노지연, 자기 노출, 자기 화, 분

노인식, 긴장 이완, 분노표 , 주장훈련, 감정의 소통, 

자기통제, 면역훈련, 합리 인 사고하기, 자기와 타인 

이해, 역할극, 사회  기술훈련 등이다.

이 14분야  등학생 부모들에게 합한 분노조  

방법을 알아보기 해 서울 S 등학교의 학부모 26명

을 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여 8가지 방법을 선

정하 다. 이 게 선정된 내용은 분노 지연, 자기 화, 

분노 인식, 긴장 이완, 분노 표 , 자기 통제, 합리  사

고, 감정의 소통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구도 조사 도구는 련 선행연

구[1][22]의 내용 에서 등학생 부모들에게 합하

다고 단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

게 구성한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교수 1명과 교육학 

박사 2명 등 총 3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

다. 설문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14가지 분노조

 방법에 한 것으로 심 있는 내용, 자신의 일상과 

련 여부, 자신이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단되

는지 여부 등이다. 한, 부모교육 운  련 문항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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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능력의 필요 여부, 합한 시간 등이다. 이를 통

해 분노조 능력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부모들의 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 참여가 가장 합한 시간

은 오  10시부터 12시까지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1.1.2 설계 – 학습 목표 확인, 교육내용 선정

설계 단계에서는 로그램 목표를 확인하고 분석단

계에서 선정한 8가지 방법을 차시 별 하 목표를 설정

하 다.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

의 목표는 등학생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 다. 교육 내용 

선정은 ‘참여 상에게 심 있는 것, 실생활과 련된 

것, 제한된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것, 상의 학습능력

에 합한 것, 상호 연 성이 있는 내용’ 등 

Knowles[45]가 제시한 선정기 에 을 따랐다.

1.1.3 개발 – 교육활동 구성, 내용 타당성 검증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선정된 8가지 내용으

로 차시별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

았다. 부모교육 로그램은 1차시 2시간씩 8차시 총 16

시간으로 구성하 다. 교육활동의 체 구성은 ‘쉬운 내

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친숙한 내용에서 생소한 내용

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라는 Coles[34]

의 기 을 참고하 다. 각 차시별 구성은 이야기 단계, 

민감성형성 단계, 개념형성 단계, 기술습득 단계로 되어 

있는 Ginott[35]의 부모교육 로그램의 모델을 참고하

다. 

이어 교수 3인과 부모교육 문가로 2인으로부터 내

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문가의 타당성 검증은 등

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로그램 구성

과 내용에 한 것으로 이론  역과 실용  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평가는 평정지에 삭제, 수정, 양

호, 충분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 다. 이와 더불어 ‘ 로

그램의 내용이 등학생 부모에게 합한가?’, ‘ 로그

램이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나?’ 등의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문가들은 분노조  방법 등 이론  역에 해서

는 ‘충분과 양호’로 평가하 다. 실용  역에서는 ‘차

시 별로 다루려는 내용이 많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상하니 조정을 권유한다.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

는 요소로 정서 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

을지 고려하기 바란다. 등학생의 부모들에게 아동기

의 부모 역할에 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이런 타당성 검토 의견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

다.

1.1.4 실행– 운  방식에 따라 로그램 용

실행단계에서는 로그램 운 방식에 따라 주 1차씩 

총 8차에 걸쳐 로그램을 용하 다. 부모교육 로

그램은 서울의 S 등학교의 학부모 20명을 상으로 

시행하 다. 시행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주 1회씩 모두 8회이다. 교육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이며 부모교육의 진행은 부모교육을 공한 본 

연구자가 하 다.

로그램의 운 은 Gorden[53]의 효율 인 로그램

의 근거를 참고하여 집단으로 운 하 으며, 배운 내용

을 연습하고 이에 한 수행을 강조하 다. 한, 차시 

별 하 목표를 달성하기 해 목표에 한 내용을 집

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강의와 설명은 핵

심 내용 주로 하고 분노조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하려고 연습시간을 많이 가졌다.

1.1.5 평가 – 로그램 평가  보완, 완성

평가 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

와 실행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효

과검증은 로그램 개발의 한 단계로 진행하 으며 양

 방법과 질  방법을 병행하 다. 먼  설정한 목표

에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해 분노조

능력 검사를 사   사후에 시행하 다. 이와 더불어 

로그램 참여가 부모 역할 수행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부모효능감 검사도 시행하 다. 한, 

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

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묻는 개방형 질문과 면담을 

통해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변화된 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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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 사항

참여 부모
연령(세) 교육수 직업

자녀수(나이) 부모교육경험
참가자 배우자 참가자 배우자 참가자 배우자

1 36 43 대졸 대졸 주부 전문직 2(8, 2) 있다
2 42 45 대학원 대학원 주부 행정직 2(13, 10) 있다
3 43 44 대학 대학원 주부 자영업 2(10, 5) 없다
4 40 43 대졸 대졸 주부 전문직 2(9, 6) 있다
5 45 43 고졸 고졸 자영업 자영업 2(15, 12) 있다
6 43 45 대졸 대학원 주부 전문직 2(13, 11) 있다
7 42 45 대졸 대졸 주부 사무직 2(12, 9) 없다
8 45 45 대졸 대학원 주부 전문직 1(10) 없다
9 35 39 대졸 대졸 주부 사무직 2(8, 3) 없다
10 40 41 고졸 고졸 사무직 서비스 2(9. 5) 없다
11 44 49 초대졸 대졸 주부 서비스 1(9) 있다
12 43 45 대졸 대졸 주부 자영업 2(11, 8) 없다
13 38 45 고졸 고졸 주부 자영업 3(12, 9, 6) 있다
14 42 42 고졸 고졸 주부 생산직 2(11, 7) 있다

아울러 로그램의 유용도와 만족도를 분석하 다.

이어 참가 부모들의 의견과 연구자가 로그램을 운

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반 하여 로그램을 완성하

다. 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이 제시한 의견은 ‘사례

를 나 는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이다. 

본 연구자는 로그램을 운 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

하 다. 내용은 ‘질문내용이 등학생 부모들 상황에 

합했는가? 토론 방식은 어떠했는가? 강의 내용이 등

학생 부모들에게 알맞았나? 연습방법이 등학생 부모

들에게 합했나?’ 등이다. 이 게 참가 부모들의 의견

과 연구자가 확인한 사항을 토 로 내용을 반 하여 8

차시 총 16시간의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 향상

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완성하 다.

1.2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개발

된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

육 로그램의 내용은 분노 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있다. 개발된 부모교육 로그

램의 목표, 구성, 내용 등의 연구결과는 ‘Ⅳ.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양  방법과 질  

방법을 병행하 다.

2.1 연구대상
로그램 개발을 한 요구도 조사에 참여한 상은 

서울 S 등학교의 학부모 26명이며, 개발된 로그램

에 직  참여한 상은 같은 학교 학부모 20명으로 

복된 인원은 8명이다. 효과성 측정을 한 상은 로

그램에 참석한 학부모  3회 이상 결석한 4명과 사후

평가를 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결과 14명으로 확정되

었다. 이들은 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로 자녀는 1학년에 2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4

학년 2명, 5학년 3명, 6학년에 2명이 재학 인 것으로 

악되었다. 참여 부모들의 평균연령은 41.3이고 교육 

수 은 졸이 가장 많았다. 참여 부모들의 일반  사

항은 [표 1]과 같다.

2.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 ․사후 비교연구이다. 이는 

일차  목표가 로그램 개발에 있었으므로 효과 검증

은 개발된 로그램을 상자인 부모들에게 용하여 

실행 가능성을 알아보고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 향상

을 기 할 수 있는지 탐색  차원에서 진행하 다. 이

에 따라 개발된 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용하고 로

그램 시행 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 으며, 통계  검

증에 따른 양  결과가 갖는 신뢰성  타당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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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완하기 해 로그램 후에 분노조 이 잘 되

었는지, 도움이 된 과 변화된 은 무엇인지에 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일차  목표가 로그램 

개발에 있었다 하더라도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않는 등 

내  타당도에 한 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보

다 효과를 과학 인 방식으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과학 인 방법으로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

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참여가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측정하기 해 분노조 능력 척

도를 사용하 다. 한, 부모들의 분노 조 이 부모 역

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부모효능감 척

도를, 그리고 질  평가를 한 설문  유용도와 만족

도 측정 설문을 사용하 다.

2.3.1 분노조 능력 측정 도구

분노조 능력은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자신과 타

인에게 해를 주지 않고 분노를 바르게 다를 수 있는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램 참여가 분

노조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기 해 

Morganett[48]이 등학교 아동을 상으로 개발하

고 권남행[3]이 청소년들에게 사용한 바 있는 분노조

능력 척도를 부모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총 

10문항이며 1, 2, 5, 6번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 채  

하게 되어있다. Likert식 5  척도로 구성된 이 검사는 

검사 총 이 높을수록 정 인 성과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576으로 무 낮아 10번 문항

을 제외하 다. Cronbach α 계수는 권남행[3]의 연구에

서는 .722 으며, 10번 문항을 제외한 본 연구의 신뢰도

는 .673이다.

2.3.2 부모효능감 측정 도구

부모효능감은 부모 역할 수행 차원에서 부모로서 자

신의 역할에 하여 가지는 자기효능감이다. 본 연구에

서는 분노조 능력이 향상되면 부모 역할 수행에도 도

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Gibaud–Wallston과 

Wanderrsman[38]이 개발하고 신숙재[19]가 번안한 부

모효능감 척도(PSOC)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Likert

식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원래 이 척도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조 감 4문항, 부모 역할 3문항 

등 16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 9문항만을 

사용하 는데, 이  역 채  문항은 5, 6, 9번이다. 

Cronbach α 계수는 신숙재[19]의 연구에서는 .78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861이다.

2.3.3 질  평가 설문과 유용도  만족도 측정 도구

질  평가를 한 설문은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

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 다. 내용은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상호작

용하는 동안에 자주 경험하는 성가심, 짜증, 화남 등 분

노가 어들었는가? 분노조 에 도움이 된 , 변화된 

은 무엇인가? 부모교육 로그램 참여가 부모 역할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등이다. 한, 로그램

의 유용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설문은 선행연구

[8][24]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 다. 이 설문은 교

육내용, 교육방법, 도움 정도 등 로그램의 유용도를 

평가하는 3문항 그리고 강사, 시간, 횟수, 인원, 장소 등 

부모교육 반에 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5문항 등 총 

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범 는 1 에서 5

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높

은 유용도와 만족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로그램 만족도 측정도구 체의 Cronbach α 계수는 

.876이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도움 정도 등 로그램 

유용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58이다.

2.4 연구 절차
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

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착순

으로 모집하 다. 상은 서울에 소재한 S 등학교 학

부모 20명이다. 이 게 모집된 부모들을 상으로 2014

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2시간씩 모두 8회에 걸쳐 

부모교육을 하 다. 로그램의 양  평가를 해 교육

을 시작하기  사 검사를, 교육을 마친 후 사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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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 다. 한, 질  평가를 해 매 차시 교육을 마

친 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

으며, 2차시부터는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

다. 부모들이 작성한 내용이나 발표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 면담을 통해 변화과정을 구술하도록 

하 다. 면담은 본 연구자가 시행하 으며 매 차시 30

분 정도 소요되었다. 8차시 교육을 모두 마친 후 로그

램의 유용도와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며, 교육 소감과 개

선했으면 좋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

간을 통해 제시된 을 반 하여 로그램을 완성하 다.

2.5 자료 분석
연구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 다. 양 자료의 사 과 사후의 차이를 검증하

기 하여 비모수통계인 Wilcoxon Signed Ranks Test

로 분석하 다. 이유는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에는 Sample 수가 었기 때문이다. 질  자료의 타당

성을 확보하기 하여 삼각측정법(triangulation)과 동

료검토법(peer examination)을 사용하 다. 삼각측정법

은 Denzin(1978)[46]이 질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제시한 방법으로 다면  견해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사례 발표, 면담 등의 방

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상을 1～2학년 부모, 

3～4학년 부모, 5～6학년 부모로 나 어 살펴보았다. 동

료검토법은 련 분야에 식견이 있다고 단되는 동료

를 선정하여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결과에 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1명과 교육학 

박사 2명에게 질  자료 분석과 결론 수렴에 한 의견

을 물어 이를 반 하 다. 한, 로그램에 한 유용

도와 만족도 평가는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각 항목

의 평균과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구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19.0 로그램을 사용하 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본 연구는 등학생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목 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노조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에서 등학생 부모들의 

요구를 악하여 하 목표로 삼았다. 하 목표는 ‘분노 

지연, 자기 화, 분노 인식, 긴장 이완, 분노 표 , 자기 

통제, 합리  사고, 감정 소통’이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로그램은 이야기 단계, 민감성형성 단계, 개념형성 

단계, 기술습득 단계로 되어있는 Ginott[35]의 부모교육 

로그램의 모델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이를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 단계에서는 차시별 주제에 

한 참여자들의 발표를 통해 자녀와 맞닥뜨렸던 문제를 

이야기하게 한다. 민감성형성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토론해 보는데 이는 자신의 응 방법이 효과

인지를 단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필

요가 있다는 민감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개념형성 

단계에서는 강의를 통해 부모들이 겪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방법, 즉 분노를 조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술

습득 단계에서는 분노를 조 하는 방법을 일상에서 제

로 용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연습 시간을 갖고 연

습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피드백을 제공

한다. 부모교육 로그램은 8차시로 진행된다. 로그

램을 8차시로 정한 이유는 6～10차시가 가장 많다는 연

구결과[23]를 고려한 것이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로그램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분노조  

방법을 참고하여 하 목표에 맞게 재구성하 다. 아울

러 등학생 부모들의 분노 유발상황과 등학생 부모

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 다. 

3.1 프로그램의 개요
개발된 로그램의 차시 별 주제, 교육 목표, 주요 내

용, 근거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로그램은 차시 

별 주제와 교육 목표에 을 맞추어 진행하 다. 먼

 주제와 련하여 맞닥뜨렸던 문제를 발표하게 한 다

음 그 결과를 토론하게 하 다. 이어 강의를 통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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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그램의 개요
차시 주제 교육 목표 진행 방법과 주요 내용 근거

1차시 분노지연 분노의 개념 파악
분노 지연 연습

교육 시작 전 사전 검사, 참여자 및 프로그램 소개.
발표: 수용적인 분위기, 자신의 분노 표현 방법 점검.
강의: 학령기 발달 특징과 부모역할, 분노의 개념
소그룹 활동: 성가심, 화남, 짜증 등 분노 지연 연습

강신덕(1997)
Novaco(1975)

2차시 자기대화 분노의 이해
자기 대화 연습

발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화낸 횟수는?
토론: 분노의 유발 원인. 분노의 영향
강의: 분노의 기능과 역기능, 자기대화 방법
개인별 연습: 자기대화 내용 작성, 자기 대화 연습

이경미, 이인수(2013)
Larson(1992)

3차시 분노인식 경험하는 감정 파악
분노 인식 연습

발표: 화가 났던 상황, 자신이 느꼈던 감정 파악
토론: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강의: 자신과 타인 분노를 알아차리기
개인별 연습: 자신과 자녀의 분노 인식 연습

안윤영(2012)
Williams(2002)

4차시 긴장이완 분노의 반응 점검
긴장이완 연습

발표: 화날 때 자신의 상태, 몸의 반응?
토론: 몸의 긴장상태를 벗어나려면?
강의: 긴장이완법과 긴장이완훈련 단계
소그룹 연습: 각 소그룹 별로 긴장이완 연습

박경애(2005)
Deffenbacher 

등(1994)
Wolpe(1958)

5차시 분노표현 안전한 분노 해결
분노표현 연습

발표: 평소 자신의 분노표현 방법은 어떠했나?
토론: 안전하게 분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
강의: 분노 표현의 효과, 자녀의 감정표현  돕기
연습: 부모역할과 자녀역할로 나누어 분노 표현 연습

박연주, 유형근(2012)
Spielberger(1980)
Williams(2002)

6차시 자기통제 분노상황 대처
자기통제 연습

발표: 자신의 분노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발표
토론: 분노상황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
강의: 자기통제훈련의 기본 요소와 단계
개인별 연습: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김홍운(2000)
김정은, 김유미(2013)
이경미, 이인수(2013) 

7차시 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 점검
합리적인 사고 연습

발표: 자신의 비합리적 사고, 당위적 사고 발표
토론: 비합리적 사고, 당위적 사고가 끼치는 영향
강의: 인지정서행동치료, ABCDE모형 설명.
연습: 개인별로 비합리적 사고를 바꾸는 연습.

김종주 등(2011)
박경애(2005)
태양실(2008)

8차시 감정소통 효과적인 감정소통
감정 소통 연습

발표: 화가 났을 때 자신이 하는 말은 어떤 것들인가?
자녀는 이 말을 어떻게 지각? 효과적인 감정소통 방법
2인 1조 연습: 부모 역할과 자녀 역할, 감정소통 연습
과정 총정리, 학습내용 실천계획 수립, 사후 검사.

정미선(2014)
Gorden(1980)

인 방법을 제안하고 일상에서의 용을 돕기 해 연

습시간을 가졌다. 로그램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3.2 프로그램의 내용
1차시의 주제는 ‘분노 지연’이다. 이에 한 내용은 

강신덕[2], Novaco[50]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노지연 

방법을 참고하여 등학생 부모에게 맞게 구성하 다.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교육을 시작하기  사  검

사를 한다. 이 과정은 지식을 달하기보다 훈련을 통

하여 분노를 스스로 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참여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시간의 

주제가 분노지연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평상시 자신의 

분노표  방법을 발표하도록 한다. 자신의 분노표  방

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토론한다. 강의 시간에는 

등학교 시기의 발달 특징  바람직한 부모 역할, 그

리고 분노의 개념과 분노의 억제, 표출, 조 에 해 설

명한다. 분노를 지연시킬 방법을 알아보고 소그룹 별로 

연습하게 유도하고 연습내용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

다. 학습한 내용을 요약한다. 일상생활에서 용해 볼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1

차시의 로그램 내용은 [표 3]과 같다.

2차시의 주제는 ‘자기 화’로 내용은 이경미와 이인

수[21], Larson[37]의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 화 방법

을 참고하 고, 등학생 부모에게 알맞은 사례를 추가

하여 구성하 다. 먼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을 복습

하고 과제 실행 여부를 검한 뒤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화낸 횟수를 생각

해 보고 발표한다. 분노의 유발원인과 분노의 향에 

해 토론한다. 분노의 기능과 역기능에 해 알아본다. 

자기 화 방법에 해 설명한 뒤 개인별로 연습시간을 

가진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

한다.

3차시의 주제는 ‘분노인식’으로 이에 한 내용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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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분노 지연
교육 목표 분노개념 파악, 분노지연 방법을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

단계 학습방법과 내용 시간
도입 ∙ 교육 시작 전 사전 검사, 참여자 소개 시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그룹 편성.

∙ 과정 소개: 이 과정은 분노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15분

전개

이야기 단계 ∙ 안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발표: 발표할 내용에 대한 워크시트 작성, 평상시 자신의 분노표현 방법 발표

75분
민감성향상 단계 ∙ 토론: 자신의 분노표현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는지 토론해 본다.

  자신의 방법은 효과적이었나? 분노조절의 필요성, 분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개념형성 단계 ∙ 강의: 부모 역할은 변하는 속성 있음. 학령기의 발달 특징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분노의 개념. 분노의 억제, 표출, 조절. 분노 지연 방법(강신덕, 1997; Novaco, 1975)
기술습득 단계 ∙ 소그룹 연습: 성가심, 화남, 짜증 등의 분노를 지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소그룹 활동을 통해 분노를 지연시킬 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습. 피드백 제공.
정리 ∙ 학습한 분노지연 방법 중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 학습한 내용을 요약한다. 도움이 된 점에 대한 워크시트 작성, 소감 발표, 인사와 마무리. 30분

표 3. 1차시 프로그램 내용

윤 [20], Williams[42]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노인식 

련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먼  과제 실행 여부

를 검한 뒤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자신이 느 던 감정이 무엇이었는

지 생각해 본다. 자신의 분노를 인식한다면 어떤 이

이 있을지 토론해 본다. 자신과 타인의 분노를 알아차

리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개인별로 분노상황을 연상

하게 하여 자신과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보

게 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

한다.

4차시의 주제는 ‘긴장 이완’으로 내용은 박경애[14], 

Deffenbacher 등[39], Wolpe[41]의 연구에서 제시한 긴

장 이완 방법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먼  과제 실행 

여부를 검한 뒤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화가 

나면 자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발표하고 이를 

벗어날 방법에 해 토론한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신

체가 경직된다고 말하고 긴장을 푸는 방법으로 이완 훈

련에 해 설명한다. 소그룹 별로 이완 훈련 방법에 따

라 긴장 이완 연습을 한다.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5차시의 주제는 ‘분노표 ’으로 박연주와 유형근[17], 

Spielberger[32], Williams[42]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을 참고하여 등학생 부모와 자녀에게 맞게 구성하

다.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 실행 여부

를 검한 뒤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소 자신

의 분노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본다. 

안 하게 분노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토론해 본다. 감정 표 의 효과와 자녀의 감정표 을 

돕는 방법을 알아본다. 부모 역할과 자녀 역할로 나

어 분노표  연습을 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6차시의 주제는 ‘자기 통제’로 이에 한 내용은 김홍

운[11], 김정은과 김유미[6], 이경미와 이인수[21]의 연

구에서 제시한 자기 통제 방법을 등학생 자녀와 부모

에게 합하도록 수정하여 구성하 다. 먼  지난 시간

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 실행 여부를 검한 뒤 

피드백을 제공한다. 자신은 분노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처했는지 발표해 본다. 화가 난 상황에서 자기 통제

력을 키우기 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토론해 

본다. 자기통제훈련의 요소와 단계를 설명한다. 자기통

제력을 키울 방법을 모색하고 연습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7차시의 주제는 ‘합리  사고’이다. 로그램의 구성

은 김종주, 유형근과 권순 [7], 박경애[14], 태양실[29]

의 연구에서 제시한 합리  사고 방법을 참고하여 구성

하 다. 먼  과제 실행 여부를 검한 뒤 이에 한 피

드백을 제공한다. 비합리  사고와 당  사고에 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  사고

와 당  사고를 발표하게 한다. 비합리  사고와 당

 사고가 어떤 향을 끼치는지 토론한다. 인지 정

서 행동치료 개념과 ABCDE 모형에 해 설명한다. 개

인별로 자신의 비합리 인 사고를 합리 인 사고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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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보는 연습을 한다.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과제

를 부여한다. 소감을 나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8차시의 주제는 ‘효과 인 감정의 소통’으로 이에 

한 내용은 정미선[26], Gorden[53]의 연구에서 제시한 

효과 인 소통 방법을 참고하여 구성하 다. 과제 실행 

여부를 검한 뒤 이에 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이 하는 말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한

다. 이런 말들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할지 토론한다. 그

다음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자녀에게 올바르게 달하는 

방법 등 효과 인 감정소통 방법에 해 설명한다. 2인 

1조로 자녀 역할과 부모 역할로 나 어 감정을 소통하

는 연습을 한다.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부모

교육 과정을 총정리한다. 8차시 동안 학습한 분노조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할 계획을 수립한다. 사후 검사를 

한다. 그동안 극 인 참여에 한 감사를 표하고 과

정을 마무리한다.

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의 일차 인 목표는 등학생 부모들의 분노

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에 두었으

므로 효과검증은 로그램 개발의 한 단계로 진행되었

다. 효과검증은 양  방법과 질  방법을 병행하 다. 

아울러 로그램의 유용도와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평가
1.1 분노조절능력
사 , 사후를 측정한 분노조 능력척도에 한 평균

과 표 편차는 [표 4]와 같으며 분노조 능력척도에 

한 Wilcoxon signed rank test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전검사 14 2.79 .498 1.8 3.7
사후검사 14 3.34 .839 1.9 4.8

표 4. 분노조절능력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 후 차 
(사후-사 )

음의 순 합
( >후)

양의 순 합
( <후)

근사
Z

유의
확률

분노조절능력 13.5 91.5 -2.454a 0.014
 a : 음의 순위 기준, b : 양의 순위 기준

표 5. 분노조절능력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Wilcoxon signed 
rank test 결과

로그램 참여자들의 분노조 능력 사 검사 수는 

평균 2.79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34 으로 증가하

다. 두 수 간의 차이를 Wilcoxon signed rank test

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로그

램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게 하고, 분노상황에 

처할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 부모효능감
사 , 사후를 측정한 부모효능감에 한 평균과 표

편차는 [표 6]과 같으며 부모효능감에 한 Wilcoxon 

signed rank test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전검사 14 3.04 .717 1.7 4.4
사후검사 14 3.36 .675 2.3 4.4

표 6. 부모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 후 차 
(사후-사 )

음의 순 합
(  > 후)

양의 순 합
(  < 후)

근사 Z 유의확률

부모효능감 16.0 75.0 -2.069a 0.039
a : 음의 순위 기준, b : 양의 순위 기준

표 7. 부모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Wilcoxon signed 
rank test 결과

로그램 참여자들의 부모효능감에 한 사 검사 

수는 평균 3.04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36 으로 

증가하 다. 두 수 간의 차이를 Wilcoxon signed 

rank test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의 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

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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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질  평가를 해 설문, 사례발표, 면담 등 다면 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이 게 수집한 자료를 분

노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인 차시 별 하 목

표들과 부모효능감으로 나 어 범주화시켰으며 그 과

정에서 동료들의 의견을 반 하 다. 이런 차를 통해 

질  평가에 한 결론을 수렴해 내고자 하 다.

2.1 분노조절
참여자들은 부모교육 로그램 참여가 자신의 분노

조 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이 기록하거나 발표한 내용은 복이 많았는데 

이를 정리하여 부모교육 로그램의 하  목표별로 나

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1 분노상황을 피하는 횟수 증가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 을 텐데 안방으로 들어가 

내 일을 하 다.”, “아이가 과제를 할 시간인데도 종이

기만 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 과제를 마친 아이가 사과한다. 화를 참

기를 잘했다.”

2.1.2 자기 화 방법의 활용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난 참을 수 있어, 화내고 나 에 후회하지 말

자.”, “아이에게 엄마가 화났다고 말하고 냉정함을 유지

하기 해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었다. 그동안 아

이는 할 일을 알아서 하고 나의 마음은 진정이 되었다.”

2.1.3 분노 인식의 노력

“내가 화 난 것, 자녀가 화난 것을 보다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화

내던 것을 멈추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화를 무 많이 내고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화를 인식하고 공격  언어사용을 제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1.4 긴장 이완 방법 활용

“화가 난 상황에서 긴장을 이완시키려고 스트 칭을 

했더니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 결과  

아이들 말을 들어  여유가 생겼다.”, “긴장이 이완되

면서 감정이 그러졌고 말도 부드러워졌다. 다툼의 시

간이 어들었다.”

2.1.5 분노 표  빈도 증가

“아이가 화난 것을 알고서 ‘  지  화났구나!’ 했더

니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 다고 좋아한다. 아이에

게 화가 나면 엄마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아이에게 

분노를 로 어 보니까 속이 후련해졌다고 말해 주었

더니 아이도 속상한 일을 어본 모양이다. 그런 후 자

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한다.”

2.1.6 자기 통제 노력

“엄마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지 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이도 말이 부드러워졌다. 요사이는 화를 거의 안 낸

다, 집안 분 기가 좋아졌다.”, “나의 화를 참고 아이의  

화 난 마음을 이해해주었더니 아이가 다음에는 자기도 

조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감정을 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2.1.7 합리 인 사고 증가

“내 생각 에 합리 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실하게 느 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합리 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별로 화낼 일이 아닌데 

아이에게 무 많은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

에게 화내는 이유를 써보았더니 모두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2.1.8 효과 인 감정 소통 증가

“아이가 연락도 없이 늦게 왔을 때 화내지 않고 이유

를 물어보고 감정을 살피고 상황을 이해해 주었더니 편

하게 화가 되었다.”,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

게 나 니 화도 어들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 아쉬웠다. 강의를 

듣고 반성하고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집에 돌아가면 악



초등학생 부모의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681

순환이 계속된다. 화를 조 하는 것은 평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실천하려고 했으나 조 이 안 되어 후회했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

키고자 했던 연구의 목 에 따라 설정된 분노 지연, 자

기 화, 분노 인식, 긴장 이완, 분노 표 , 자기 통제, 

합리  사고, 감정의 소통 등 하 목표에도 정 인 

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

의 분노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수렴해 낼 수 있

었다. 이 내용은 질  자료로서 요성이 있다.

2.2 부모 역할 수행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교육 후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잔소리가 반으

로 었다. 가정 분 기가 화목해졌다. 아이와 좋은 사

이가 되었다.’ 등 분노가 조 됨으로 인해 부모 역할 수

행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 참여자들이 기록 

에서 부모 역할 수행 련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1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이들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을 할 때 아

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

하게 되었다. 분노를 인식하고 공격  언어사용을 자제

했더니 집안이 조용해졌다.”, “화를 내다가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고 화를 이끌어 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

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는 것도 다 

나로 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를 다스리려 노력하니 

말투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었고 이야기도 잘 들어 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정  

분 기가 화목해지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침

에 늦게 일어나는 아이 때문에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늦

게 일어나면 학교에 늦는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 더

니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아이

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노조 능력 향

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이 부모 역할 수행에도 효

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질  자료로서 요성이 있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도와 만족도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유

용도 조사 결과,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도움 정도에 

해서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참여 

부모들을 상으로 본 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

하겠느냐는 질문에 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추천하겠

다고 응답했다. 한, 교육일정과 시간, 횟수, 강사, 인

원, 장소 등의 부모교육 자체의 평가에 해서도 만족

도가 높았다. 부모교육 로그램의 유용도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문항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교육 내용 14 4.71 .469 4 5
교육 방법 14 4.71 .469 4 5
도움 정도 14 4.79 .426 4 5

표 8. 부모교육에 대한 유용도

Ⅵ.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

키기 한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에 일차 인 목표를 

두었다. 로그램 개발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의 차에 따랐다.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추출한 다음, 

등학교 부모들을 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 다. 

설계 단계에서는 로그램의 목표를 확인하고 차시별

로 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교육내용을 선정하 다. 개

발 단계에서는 2시간씩 8차시의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문가들로부터 내용 타당성을 검토 받아 내용을 보완

하 다. 실행 단계에서는 로그램의 운 방식에 따라 

주 1차씩 총 8차에 걸쳐 개발된 로그램을 용하

다. 평가 단계에서는 용한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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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교육

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반 하여 로그램을 완

성하 다.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내용구성의 틀,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운

 방식 등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랐으며, 

일상에서 쉽게 용할 수 있는 내용에 을 맞추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시는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다. 화가 폭발하려고 하면 잠깐 상황을 피하라. 2

차시는 자신과 화하라.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 3차시는 자신의 분노를 인식하라. 분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4차시는 긴장과 이

완은 양립할 수 없다. 자신의 신체  긴장을 알아차리

고 긴장을 이완시켜라. 5차시는 분노를 표 하라. 분노

에 압도당할 때는 가슴 속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

이 된다. 6차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 

분노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라. 7차시는 비합리  사고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 자신의 비합리  사고를 합리

 사고로 바꾸어라. 8차시는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생각과 느낌을 올바르게 달하지 못한다. 효과 으로 

소통하기 해 노력하라.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

과검증은 양  방법과 질  방법을 병행하 다. 먼  

로그램의 양  효과를 알아보기 해 분노조 능력 

측정도구 수의 사 과 사후, 분노조 로 인해 부모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해 부모효능감 

측정도구 수의 사 과 사후를 분석하 다. 한, 통계

 검증에 따른 양  결과가 갖는 신뢰성  타당성에 

한 제한 을 보완하고자 질  평가를 하 다. 질  

평가는 설문지 작성, 사례발표,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

집한 자료를 차시별 하 목표와 부모효능감으로 범주

화시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도움이 된 정도 등 로그램의 유용도

와 부모교육 반에 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심으로 

선행연구와 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

은 양  분석에서 참여 부모들의 분노조 능력을 유의

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통해 분노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분노 로그램이 분노 조 에 

정 인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4][26]의 결과와 같

다.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은 질

 분석에서도 분노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참여 부모들의 보고 내용을 범주화시켜 살펴본 결

과, 분노조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양  결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

기 해 실천해야 할 내용을 일상에서 쉽게 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

은 부모효능감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이런 결과는 

분노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분노조  부모교육 로그램을 시행한 후 분노조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부모로서 자신감이나 효능감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5][26][21]와 같은 결과

이다.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은 

질  분석에서도 부모 역할 수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참여 부모들의 보고 내용을 부모 역할 수

행 역에서 살펴본 결과 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을 유의

미하게 향상시켰다는 양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

의 유용도  만족도 조사 결과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로그램 상인 등학생 부모들에게 을 맞

추어 내용을 구성하 으며 강의를 듣는 데서 벗어나 직

 참여하여 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

교육 로그램은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다. 둘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

램은 부모 역할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의 유용도와 만족

도 등의 평가에 해서도 정 이다. 이로써 개발된 

로그램이 등학생 부모의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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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론에 해 본 연구의 제한 과 더불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된 부모교육 로

그램이 분노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은 악할 수 

있었으나 하 역별 효과는 측정하지 못했다. 재 분

노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본 연구의 하  구성요소

들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로그램에 맞

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연구의 경우 최소한

의 피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수가 무 었으며, 연

구 설계에 있어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 등 효과에 

한 내  타당도를 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  타당도에 한 

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좀 더 과학 인 방법과 더 많은 

피험자를 상으로 하여 로그램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의 등학교에 재학 인 자녀

의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 역할에 심이 많은 분으로

만 구성되었다. 한, 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자녀의 나

이에 따라 부모의 분노 유발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등학생 자녀를 둔 

체 부모들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는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  분노 등 정서로 인한 문제

이 두 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청소년기는 물론 성

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등학생의 부모들에게 

을 맞추어 분노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을 들 수 있다. 

한, 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주의 양  연구로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다면 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분노조  방법별로 질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노조 능력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은 부모를 상으로 용하고, 

기존 개발된 등학생용 분노조  로그램은 자녀를 

상으로 용한다면 분노로 인한 문제 발생을 효과

으로 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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