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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성공적인 학업 수행, 또래관계 적응, 급변하는 IT환경에 대한 적응, 성장과정에 따른 급격한 

호르몬 변화에 대한 적응과 충동성의 조절, 이들은 모두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중요한 과업들입

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이 과업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

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기의 부모들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의무 수행, 사회·경제적 생산

성 제고 등 자신의 발달 과업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자녀가 청소년기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까지 온전히 함께 하기에 어깨가 매우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자녀 양육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상담복지 현장의 사례 중에는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된 청소년 내담자의 호소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특히 심한 마찰을 겪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순

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는 등 정서적 반응 조절에 실패하여 갈등에 지나치게 감정적

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

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타당하고 충실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국내

외 문헌 고찰은 물론,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 부모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

터뷰, 현장 예비연구와 전문가 감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인터뷰 및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상담

자 및 부모교육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공동연구자로 함께해 주신 신라대학교의 김현숙 교수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

니다. 본 연구가 청소년 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청소년들과 부모님

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이 사 장   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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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절차모형에 따라 기획단계(목표수립

→문헌연구→요구분석), 구성단계(모형개발→내용구성), 실시 및 평가단계(예비연구→평가 및 수

정·보완→개발완료)를 적용하였다. 

기획단계 및 구성단계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부모의 정서조절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문헌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을 위한 부모교육 전문가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또한 청소년 상담 현장 실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헌연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주요내용을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프로그램의 초

안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 및 주요내용과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효능감 향상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90분씩 

5회기 동안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성원은 지도자 1명과 7~10명 내외의 청소년 자녀

를 둔 부모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부모됨의 의미와 자기탐색, 미해결정서의 탐

색, 미해결정서의 명료화 및 수용, 나만의 정서조절방략 수립과 평가이다.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예비연구로서 프로그램 초안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

망하는 청소년의 부모 14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계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독립표본 t-검증, 두 집단 

간 사전 및 사후 점수의 통계적 차이분석을 위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질적 자료로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진의 평가와 만족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범운영 결과, 

참가자 피드백, 운영진의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청소

년 상담 관련 학계전문가 2인의 감수를 받아 최종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예비연구에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비수용

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소조절 전략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에는 유의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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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전반적 양

육에 대한 효능감과 학습지도 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양

육, 의사소통, 훈육에 대한 효능감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참

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진

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 및 양육효능감 향상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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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면에서 발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고 적응적인 성인으로서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청소년 자신뿐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자녀의 변화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세대 간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는다(송정아, 윤명선, 1997). 더구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생애 발달과정에서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신체적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생애 과업에서도 

전환과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이 같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혼란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으로써 잦은 충돌

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부부 또는 가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

히 청소년 자녀가 심리사회적으로 부모에 대하여 의존과 독립의 양가적인 욕구를 가진 것처럼 

부모 역시 청소년 자녀에 대해 어린아이로 여기며 보호의 대상으로 대해야 할지와 독립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독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가적인 고민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권석만, 2015).

또한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독립욕구가 커짐에 따라 또래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늘어

나게 되고 부모와 공유되지 못하는 활동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더욱 잦은 갈등

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가벼운 갈등은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 

등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지만(Kupersmidt, Burchinal, Leff, & Patterson, 

1992),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나 우울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

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가질 뿐 아

니라 가출, 비행, 퇴학 등의 문제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최인재, 2010; 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Goodman & Gotib, 2002).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은 결국 

부모에게는 중년기의 생산적인 삶과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된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와의 갈등이나 어려움과 관련하여 정서조절은 가장 크게 

도전받는 과제이다. 정서조절은 정서에 대한 자각과 이해, 정서의 수용,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목표와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

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라는 대로 정서반응을 조절하려는 상황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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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조절 전략을 융통성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Gratz & Roemer, 2004), 개인의 의식적 과

정뿐만 아니라 무의식 과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정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서조절의 개념에 대하여 Parkinson 등(1996)은 개인에게 의식되지 않는 차원에 초점을 맞

춘 바 있다. 즉 정서조절이 개인의 의식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

적 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절한 정서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

이해에 대한 노력과 인지적 반응 전략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Campos et al., 1989).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정서조절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도 정서조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출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독립

하기까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훈육방법, 의사소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유미, 박성연, 2012; Parke et al., 2006). 이 밖에도 부모의 정서조절이나 정서표현이 구체

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드물지 않게 보고되는데, 부모의 정서관련 행동

이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유능감을 포함한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 가령,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표

현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이해, 친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애착 안정성, 긍정적 정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isenberg, Cumberland, & Reiser, 1999). 

또한 부모가 자신의 미해결된 정서를 미숙하게 표출하게 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많은 어

려움을 초래하게 된다(Siegel & Hartzell,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가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의 정서를 자각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정서를 적절히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 개인의 정서적 안녕감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조절 관련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정서반응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인 연구(이윤경, 2009; 정다원, 2012; 조연

진, 2014)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서

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은 드문 실정이다. 또한 있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기초단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부모가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보다 건강한 발

달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전략과 실천방법을 포함한 정서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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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다. 또한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을 돕고

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매뉴얼 및 교구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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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서조절

가. 정서조절의 개념

정서(emotion)는 오랫동안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비합리적이고 본능

적인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 정서는 근본적으로 적응적 기능을 가지

며,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서의 긍정적 역할이 강조된다(Greenberg, 2002; Greenberg & Paivio, 1997; Greenberg 

& Safran, 1989; Lazarus, 1991). 이러한 정서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은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서조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이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0년대로 비교

적 최근이며,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정서조

절은 정서의 종류, 상황,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체험적인 요소 등이 관련된 매우 복잡한 과

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다차원적 개념으로 간주된다(Gross & John, 2003; 

Walden & Smith, 1997). 따라서 정서조절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첫째, 정서조절은 긍정적 정서의 증가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Westen(1994)은 정서조절을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정서를 최소

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정서조절이 단순히 긍

정적 정서의 출현과 부정적 정서의 부재라는 측면 그 이상이라는 보고 있다. 이에 Kopp(1989)

는 정서조절을 고양된 수준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는 과정으로 보고,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에 균형적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정서조절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의 반영으로 정서조절을 상황적 맥락에서 적절한 정

서의 체험과 표현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Cole, Martin 그리고 Dennis(1994)는 정서조절을 매 

순간의 상황적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Thompson(1994)

은 정서조절을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서적인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외

적·내적 과정으로 보았다. 즉, 상황에서 요구되는 측면과 개인이 그 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

는 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할 때는 감정반응을 지연할 수도 있고 계속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경험을 요구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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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정서조절로 보는 입장으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

를 얻고 있다.

셋째, 정서조절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려

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Gross(1998)는 최근까지 정서조절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로, 그는 정서조절을 개인이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주

는 절차로 정의하였다. Gross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정서에 의해서 조절되

는 것,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 의식적 정서조절과 무의식적 

정서조절 과정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정서조절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에 대한 일관되고 합의된 개념의 부재로 정서조절 연구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정서조절의 복합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Gratz와 

Roemer는 정서조절을 첫째, 정서의 자각과 이해, 둘째, 정서의 수용, 셋째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는 능력, 넷째, 개별

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들을 조절하려고 상

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방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지영, 2010에

서 재인용). 

넷째, Walden과 Smith(1997)는 정서조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먼저, 체험하고 있는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을 정서조절로 보았는데, 예컨대, 면접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낄 때,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불안한 감정상태를 담담한 감정상태로 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복식호흡이나 낙관적인 생각의 변화로 차분한 정서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체험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정서조절의 중요

한 측면으로 보았다. 즉, 체험된 화를 상대에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표현하기보다 화가 났음을 

차분하게 말로 전달하는 표현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이지영과 권석만(2006)은 정서조절에 관한 다각적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서조

절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구분하면서, 정서조절 개념이 연구자마다 그 강조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지영과 권석만은 특히 정서조절을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서조절을 ‘개인이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다양

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서조절은 긍정적 정서의 증대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 및 

균형적 조화, 자신 및 타인의 정서상태의 변화, 정서의 경험과 정서의 표현, 정서의 의식적 조

절 및 무의식적 조절 기능의 측면들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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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조절 방법의 다양한 분류

정서조절은 정신건강의 본질적 요소이며 정서조절의 실패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 및 부적

응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Gross, 1998; Gross & Munoz, 1995), 여러 연구에서 정서조절 방

법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즉, 정서조절 방법들 중에 불쾌한 정서를 감소시

키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불쾌한 정서를 축적 및 악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장애 및 

부적응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들도 존재한다(이지영, 권석만, 2006;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따라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제안한 정서조절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서조절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1)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와 대처(stress and coping)에 관한 접근은 정서조절 연

구의 발달을 가져온 하나의 전통으로써,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대처반응이 스트레스 자극이 야

기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속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Lazarus(1966)는 대처 반응을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구분하였다(이지영, 2014에

서 재인용). Folkman과 Lazarus(1980)는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자신이 직면하는 문제 그 자

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 이와 관련된 인지적, 문제 해결적 노력에 중점을 두

며, 따라서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정보수집, 시간관리, 목표설정과 같은 전략을 포함한

다.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은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시도로 이와 관련된 인지

적, 심리내적, 행동적 노력에 중점을 두며, 인지적 재구조화, 선택적 주의 등의 전략을 포함한

다. 특히 정서중심적 대처 방식은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정서조절 방법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다.  

2) 정서 조절의 과정 모형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가 유발되는 과정적인 측면에 따라 정서조절방법을 체계화 하고자 하

였다(Greenberg, 2002; Morris & Relly, 1987). 특히, Gross(2001)가 제안한 정서조절 과정 모

형(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은 정서가 유발되는 과정을 세분화한 것으로 정신병

리를 정서조절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Gross(2001)의 정서조절 과정 모형에서는 정서조절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정서는 정서적 단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발되며, 정서적 단서는 체험적, 행

동적, 생리적 체계로 구성된 반응 경향 세트를 촉발시킨다고 본다. 이러한 정서가 유발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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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는 다섯 가지의 개입 시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특정상황을 선택하고, 선택한 상황을 수정

할 수 있으며, 상황의 어떤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지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대한 의미를 평

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정서

과정 상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서조절 방법을 분류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 정서조절 방법의 차이가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Gross(2001)는 이 모형에서 정서조절 방식을 개입하는 시점에 따라, 크게 선행사건 초점적 

방식(antecedent-focused)과 반응 초점적 방식(response-focused)으로 구분하였다. 처음 네 가지 

단계가 선행사건 초점적 방식으로 정서반응 경향성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취하는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가 대표적이며, 마지막 단계가 반응 초점적 방식으로 이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정서의 효과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억제(suppression)가 대표적이다.  

그림 1. 정서조절의 과정 모형(Gross, 2001)

3) 경험적 구분에 의한 정서조절 방법의 범주 

정서조절 방법을 연구자의 관점이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Parkinson과 Totterdell(1999)은 정서조절 방법을 크게 여섯 가지 구

분 기준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정서조절방법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

이며 자세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Parkinson과 Totterdell(1999)의 제안에서 첫 번째 위계는 인지적 수준 수행하는 방법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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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에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두 번째 위계 수준으로는 인지적 방법과 행

동적 방법은 각각의 의도에 따라 전환(diversion)방법과 개입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전환방법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피, 주의분산 등이 해당되며, 개입방법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지적 재평가와 문제해결방법이 해당한다. 세 번째 위계는 전환방법 

중 이완하거나 유쾌한 활동을 하는 것과 다른 대상에 주의를 주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네 번

째 위계수준은 이완 및 유쾌한 활동추구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즐거운 것을 생

각하는 인지적 방법과 즐겁고 이완되는 활동을 하는 행동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다섯 번째 위

계수준은 다른 대상에 주의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인지적 방

법과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행동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구분 범주는 개입방법

으로 인지적 재평가와 문제해결적 사고의 인지적 방법과 발산하기, 타인에게 공감 및 조언 구

하기, 문제해결방법 계획하기와 같은 행동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Parkinson과 Totterdell(1999)

이 제시하는 정서조절방법의 범주화 도식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정서조절방법 범주화 도식(Parkinson & Totterdell, 1999)

인지적 방법 행동적 방법

• 전환
- 회피
- 주의분산

∙ 문제에 대한 생각을 피하기 ∙ 문제 상황을 피하기

이완·유쾌한 
활동추구

∙ 다른 즐거운 것을 생각하기 ∙ 즐거운 활동을 하기

∙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 이완시키는 활동하기

다른 곳에 
주의할당

∙ 다른 어떤 것에 주의집중 ∙ 움직임 있는 활동하기

• 개입

∙ 인지적 재평가
  (정서중심 대처와 유사)

∙ 감정을 발산하기
  (정서중심대처와 유사)
∙ 타인의 조언 및 공감구하기
∙ 문제해결방안 계획하기
  (상황중심 대처와 유사)

∙ 문제해결방법 생각
  (상황중심 대처와 유사)

4) 적응적 정서조절 방법의 세 가지 구분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정서조절방략 가운데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2000)은 부정적

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적응적 조절방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정서조절방

략들이 능동적 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조절양식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제안하였다. 정서조절 양식과 구체적인 전략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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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서조절 양식(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정서조절 양식 전략 

능동적 조절 양식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세우기, 구체적인 문제 해결 행동
자신의 느낌 또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등

회피/분산적 조절 양식 문제상황으로부터의 회피와 주의분산

지지 추구적 조절 양식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지지 구하기

5) 정서체계에 따른 정서조절 방법 

여러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방략은 정서

의 어떠한 측면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크게 인지적 방략과 행동적 방략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Parkinson & Totterdell, 1999). 그러나 정서조절방

략에는 행동적 방략과 인지적 방략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기에 어려운 방략들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이에 최근 정서적 정보처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도로 행

동적·인지적 방략 두 가지 관점에 정서적 경험과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체험적 접근이 심리

치료 영역에 추가되고 있다(Greenberg, Rice, & Elliot, 1993). Young, Klosko, 그리고 

Weishaar(2003)는 심리치료 영역에 활용되었던 많은 기법들을 행동적, 인지적, 체험적 방략으

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Dodge와 Garber(1991)는 정서가 크게 신경생리적, 주관적-체험적, 행동-표현적 수준에

서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정서는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요소로 구

성되어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지영과 권석만(2006)은 정서조절방략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구분을 고려하고 한계를 보완하면서 정서의 어떤 측면에 접근하여 정서적 변

화를 초래하느냐에 따라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표 3에서 이지영과 권석만(2006)이 제안한 정서 요소에 따라 생리적, 인지적, 행

동적, 체험적 정서조절방략과 각 치료적 접근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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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서요소에 따른 정서조절 방략과 치료적 접근(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 요소 정서조절방략 치료적 접근

인지적 요소
인지적 방략: 반추, 파국화, 합리화, 인지적 재평가, 수용하기, 

계획하기, 주의분산 
인지치료

행동적 요소
행동적 방략: 쇼핑하기, 음악듣기, 산책하기, 즐거운 일하기, 

조언구하기, 도움 청하기
행동치료

생리적 요소
생리적 방략: 음주하기, 담배피기, 커피마시기, 약물복용, 

호흡하기, 명상

약물치료, 
명상치료, 
향기치료

체험적 요소
체험적 방략: 정서 자각하기, 정서 느끼기, 느낌적기, 느낌 

표현하기, 공감받기, 즐거운 상상하기
게슈탈트 치료, 
정서중심치료

6) 정서조절의 4단계 이론 

이지영(2014)은 정서조절과정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원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합

적인 과정이며, 아직까지 정서조절이 이루어지는 단계 및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

여 효과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및 통합하는 데 

주력하며 ‘정서조절 코칭북’에서 정서조절 4단계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이지영(2014)이 제안한 정서조절 4단계는 1단계 알아차리기, 2단계 주의분석적 방법 도

입하기, 3단계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 도입하기, 4단계 접근적인 인지적 방법 도입하기로 구성

된다. 먼저, 첫 번째 알아차리기 단계로 들어가서, 감정을 알아차린 후, 감정이 고양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접근적인 인지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 

고양되어 있다면 그 감정이 접근하여 직접 다룰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감정을 직접 다

룰 수 있는 상황이라면 3단계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에 접근하

여 직접 다룰 수 없는 상황일면, 2단계 주의분산적 방법을 먼저 도입한다. 그런 다음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오면 3단계로 넘어가서 접근적인 체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감정을 해소하

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를 통해 감정이 해소되고 가라앉으면, 마지막 4단계인 접근적인 인지

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마무리한다.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 개발   11

그림 2. 효과적인 정서조절 4단계 이론(이지영, 2014)

2. 부모의 정서조절

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

1) 청소년기의 특성

청소년기는 흔히 심리적 격동기라고 일컬어지며, 인간의 생애 단계에서 영유아기 이후 가장 

많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인지 정서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적 관계의 확대 등 여러 국면의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적 특성을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는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자극이 된다. 특히 성적 성숙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청

소년들에게 긍정적 감정과 함께 불안감을 유발시키며,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증가는 성적 

충동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공격충동을 항진시키게 되므로 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한

다. 둘째, 청소년기의 인지 능력의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인지발

달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사고력의 발달과 함께 자신의 내적 세계 및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흔히 지나친 자아의식과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관찰된다. 셋째,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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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사회 속에서의 역할 및 위치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며, 더불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또래에 대한 동조가 강하게 일어난다.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대인관계에

서의 변화가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을 초래하기가 쉽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 중

의 하나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으로, Erickson(1959)은 자아정체감을 청소년기 발달의 핵심으로 

보았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는

데,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한사람의 성인으로서 통합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성취해야 할 많은 발달과업을 지

니고 있으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로 정서적 혼란과 불안정성에 

특히 취약하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자극이나 충동에 민감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행

동문제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Steinberg et al, 2008).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하여 나

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로 정체감, 정서, 행동, 신체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학교중퇴, 

가출,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 등의 청소년 문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

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조력하는 일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성격형성, 정서발달 등 청소년의 발달과업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Bronfenbrenner, 1979),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을 다

음 네 가지 부모-자녀관계 이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김혜영, 2000에서 재인용). 

첫째, Hartup(1978)에 기초한 사회형성모델(Social Mold Model)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청소년

의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녀가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정체감, 상호작용 유형, 대처(coping)가 다른 사회화 영향과의 상호작용의 근본이 되고, 자녀가 

발달과업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 혹은 비효과적일 수 있는 지의 근간이 된다고 본다. 

둘째, 사회형성 모델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상호영향모델(Reciprocal Effects Model)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행동도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행동도 부모의 반응을 유발시킨다고 가정한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

응의 원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이론으로 Patterson의 강압이론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을 부모-자녀 간의 관계로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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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회적 행동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고,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부모의 적대

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가속화시킨다고 본다. 부모의 부적절

한 양육과 감독 및 통제의 부재는 청소년이 비행 하위체계와 접촉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즉, 부모의 비일관적인 훈육, 심한 체벌, 무분별한 분노표현, 무조건적 복종과 같은 강압적 양

육에 의한 청소년의 부적절한 사회화는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심리 통

제이론 또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서 부모

가 청소년을 너무 억제하거나 과잉보호함으로써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 과잉 통제된 자녀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고,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데 충동적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위축될 수 있어, 결국 이러한 청소년들은 내재

화된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돕거나 혹은 방해할 수 있

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아동기 때와 달리 보다 평등한 양상으로 변해가

면서(Feldman & Gehring, 1988; Furman & Buhmester, 1992), 질적으로 매우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psychological weaning)로 아동기까지 지속되던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는 갈등을 수반한다고 본다(송명자, 1996).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종래의 청소년

기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다. 즉, 청소년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기로 본다. 

즉,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안정된 애착과 신뢰가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기 긍정적인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에 나타나는 가벼운 갈등은 청

소년들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Kupersmidt, Burchinal, Leff, & 

Patterson, 1992), 실제로 부모와 다소간 갈등이 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들이 갈등이 없다고 보

고하는 집단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었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Cooper, Grotevant, Moore, & Condon, 1982: 송명자,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부모와 청소

년 자녀들 간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갈등은 가출, 비행, 퇴학 등 청소년문제를 유발할 확률이 

높으며(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

로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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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초반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혼가족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두다가 1960년대부터는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감독 및 통제와 

같은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됨으로써(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위기상

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위기 극복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행

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신정이, 황혜원, 2006; 황창

순, 2006). 결국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지

만,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그러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청소년 자녀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이전과는 다른 부모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독립과 의존의 양가적 동기와 같이, 부모 역시 청소년기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여기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동시에 자녀가 좀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권석만, 2015). 더구나,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부모도 중년기라는 생애 과도기를 겪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한 세대차이 또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이와 관련한 연구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5개국의 국제비교

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비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또

한 조사에 참여한 한국청소년의 66%가 지금의 부모처럼 양육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

의 양육방식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문경숙 외, 2008), 한국 부모-관계의 질적 향상에 주

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실체에 대한 지식결여, 사고방식에 대한 이

해부족, 세대차이로 인한 자녀와의 의견충돌로 자녀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송정

아, 윤명선, 1997),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 자녀와의 의견 충돌은 부모의 많은 스트레스의 원

인이며, 주로 부모-자녀 간 대화 시에 부모의 일방적인 충고나 강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 성가심, 

짜증 등의 정서(Abidin, 1992)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Vondra & 

Belsky, 1993), 자녀의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정서조절이 가장 도전을 받게 시기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 정서조절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are et al., 2008; 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청소년

기인 10대는 정서조절의 발달적 임계기로 정서조절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정서조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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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이지영, 2012), 이들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달적 관점에서도 더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Orgeta, 2009),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조절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의 발

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전과는 달리 변화가 필요한 부모역할을 습득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부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 

1) 부모의 정서조절과 청소년 발달의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정서적 측면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관계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모의 

정서조절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특히 청소년기의 많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정서

조절과 관련이 높다고 밝혀지고 있고(이원화, 이지영, 2011; MacLaughin et al., 2011; Silk et 

al., 2003), 이지영(2010)은 청소년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정신건강 문제의 발달, 재발, 유지과

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성숙해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정서관리가 더욱 요구

된다고 볼 수 있다(Larson & Richards, 1991).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 역할

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서조절 이론가들은 자녀가 부모의 정서조절 양상을 모델링과 사회적 참조 경로를 통

해 모방한다고 보고 있다(Bridges, Denham, & Ganiban, 2004;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Thomson, 1994). Eisenberg, Cumberland, 그리고 Spinrad(1998)는 부모의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에서 부모의 정서 양육행동으로써 정서표현,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정서에 대한 대화가 자녀의 정서경험, 정서표현성, 정서조절능력의 획득, 자

기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도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여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정

서조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Zeman, Cassano, Perry-Parrish, 그리고 Stegal(2006)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 및 정서조절, 부

모와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Zeman 등(2006)이 제시한 정서

조절의 부모 사회화의 교류 모델에서도 부모의 정서와 정서조절이 자녀의 정서발달 및 행동과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Zeman 등(2006)의 모델에서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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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조절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고 당

면한 발달과제를 성취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의 행동에 대

한 부모의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모 자신의 정서관리 능력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정서관리 훈련이 연쇄적으로 변

화에 영향을 줄 것을 시사한다(정순중, 김유숙, 2006).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의 부모의 정서조절의 역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

는 부모-자녀관계 변인들, 부모의 정서조절에 선행하는 부모의 개인의 정서 변인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 3. 정서조절의 부모사회화에 관한 가설적 교류 모델(Zeman et al., 2006) 

2) 부모 정서조절과 부모 양육행동 변인 및 자녀의 정서조절

정서사회화 모델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하는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정서사회화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Katz. & Hooven, 1997; Morris et al., 2007). 또한 Zeman 등(2006)의 모

델에서는 부모의 정서조절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킨다고 가

정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모의 정서조절 변인이 선행하는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모 정서조절 변인과 관련된 부모 양육행동 

변인 및 청소년 정서조절 변인에 관한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사용하는 행동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데(김경아, 2009), 오성심과 이종승(1982)도 부모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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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가 자녀를 돌봄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내현적 행동 및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한 바 있다. 부모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아동 및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 자녀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한 편으로(Morris et al., 2007; 

Yap, Allen, & Sheeber, 2007), 본 절에서는 아동 및 유아에 관한 선행연구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째, 부모의 정서조절 변인과 자녀의 정서조절과의 관계에 관해 Chen(2015)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기술의 획득은 부모의 정서조절 기술의 사용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Bandura(2001)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볼 때, 자녀는 부모의 정서표현 및 정서와 관련된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적용한다.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

정적인 정서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서조절방식이 자녀의 보다 적극적인 정서조절 방식이

나 긍정적인 정서의 발달과 관계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임희수, 박성연, 2001; Garner, 

1995;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처럼 부모의 정서조절은 자녀의 정서조절과 매

우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한편, 박수연, 도현심, 김민정 그리고 송승민(2014)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Zeman 등(2006)의 모델에

서 제안한 바처럼 부모의 정서조절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정서조절과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해서 부모의 정서조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태도, 훈육방법, 의사소통, 정서반응태도(김우석, 2004; 양유진, 정경

미, 2008; 하유미, 박성연, 2012; Parke, McDowell, Cladis, & Leidy, 2006) 등의 부모 변인들

이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는 반면, 충동적이고 정서를 

억압하는 성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임희수, 박성연, 2001; Rebecca, 2002). 하유미와 박성연(2012)도 어머니의 정서조절양식

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긍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모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서조절

부모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에 속한다(Thompson 

& Meyer, 2007; Walden & Smith, 1997). Goleman(1995)은 부모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삶에 강력하고 영속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는데, 감정을 무시하는 유형, 방임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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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멸하는 유형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능력

과 관련된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에

게서 억제와 회피 정서 조절방략을 더 자주 사용하고 긍정적일수록 능동적 방략과 지지추구 

방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유진, 정경미, 2008; 이정은, 2012; Madeleine, 

Eleonora, & Elizabeth, 2010).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정서조절 관계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는데, 즉,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청

소년의 문제행동,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빛나, 진미경, 2014; 김혜선, 2011; 이정은, 2012; 최미미, 조용래, 2008). 양유진과 정경

미(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회피적 정서조절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의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

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정서조절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하여, Gottman과 Katz(1989)는 부모가 냉정하고 무반응적

일수록 자녀가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순종적이지 않고 정서조절능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Gottman & Katz, 1989). 문승미(2007)는 어머니가 자녀의 느낌이나 생각에 정서적 반응을 취

할수록 자녀가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승은과 남은영(2011)에서도 부모의 공

감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며, 또래관계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

였다. 

셋째, 부모의 정서반응태도 또한 자녀의 정서발달에 기여하는 부모 양육행동 중의 하나로, 

자녀가 표현하는 슬픔, 두려움, 우울, 행복 등의 정서에 대해 부모가 보여주는 반응태도를 말

한다(김우석, 2004). 부모 정서반응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과 인지 도식 등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Thompson, 1994). 부모

의 정서반응태도는 특히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때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일반적 양육행동보다도 자녀의 사회, 정서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Dunn & Brown, 

1994; Eisenberg et al., 1998).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안정감을 감

소시켜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여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과민하게 하

고 정서이해를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을 표출할 수 있으며, 자

녀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게 만들 수 있다(Buck, 1984). 임정하, 강현지, 박선혜, 윤상희, 그

리고 최정원(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민하고 무

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청소년이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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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촉진시키며 갈등상황에서 자신

과 타인의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가 자신의 정서를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조절

할 수 있게 해 준다(Eisenberg & Fabes, 1994). 

부모의 정서반응태도 중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방임은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의 

심각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며 묵살하는 반응으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하며(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6), 부정

적 정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한시키게 되어(Gottman et al., 1997), 

자녀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에 청소년기는 특히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시기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의 양육행동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4) 부모의 정서적 요인과 부모 정서조절

부모는 자녀의 양육 상황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부모 자신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ix, 1991; 

Dunn & Brown, 1994). 즉, 부모의 경우, 자신의 미해결된 감정 및 미숙한 정서표현 성향 등

으로 인해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부정적 정서로 잘 알려진 우울

이나 불안은 많은 선행 연구들(백종화, 2009; 이정윤, 장미경, 2009; 정윤주, 2008; Leung & 

Slep, 2006; Sneddon, Iwaniec, & Stewart, 2009; Takei, Yamashita, & Yoshida, 2006)에서 일

관되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노정서 관련 연구에서도(김유

미, 2008) 어머니의 분노 각성 수준이 높고 분노를 밖으로 표현할수록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관련이 높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의 정서적 특성은 부모의 정서조절에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정서조절 과정은 성인기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John, & Gross, 

2004), 부모들이 주로 지각하는 정서의 종류가 무엇인지,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

서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그 정서를 지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부모

의 정서조절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모의 정서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서인식은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정서를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서

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부정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적응적 조절

양식을 택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McFarland & Buehler, 1997; 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서정, 현명호, 2008)에서 정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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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명확성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는 정적 상관을, 부적응적 전략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Mayer, Gaschke, Braverman과 Evans(1992)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보다 긍정정인 

인지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특성이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높은 상

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고, 적응적 조절양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임전옥, 2003; 

McFarland & Buehler, 1997). 따라서 정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정서조절의 전제가 될 수 있

는 것으로(McFarland & Buehler, 1997),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

서조절 능력을 키움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인식 능력이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표현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며(Salovey, Brackett, & Mayer, 2004), 정서인식과 함께 정서조절의 핵심

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긍정적 정서표현은 좋은 관계유지를 위해 타인을 인식하고 정서조절

에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 정서표현은 자신의 요구나 상대의 약점에 초점을 두어 비합리적 행

동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초래한다고 보고된다(Kilpatrick, Bissonette, & Rusbult, 

2002).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분노, 화,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아동의 정서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김호정(2002)과 유은희와 임미옥

(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자녀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적절

한 표현양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표현 특성과 그 내적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Dunsmore, Halberstadt, & Perez-Rivera, 2009). 즉, 부모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건강

한 정서표현 및 효율적인 정서조절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lbertstadt, Crisp, & 

Eaton, 1999). 이와 같이 부모의 정서표현은 정서조절 및 표출규칙에 대한 학습상황을 청소년 

자녀에게 제공하며 특히 부모는 자녀의 정서표현과 모델에 강화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Saarni, 1989)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정서표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서표현 그 자체보다 정를 표현하

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핵심적 특성으로 보여진다(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표현 갈등과 정신건강과의 

관련 연구들에서는,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및 신체적 불편감을 더 많

이 경험하며(Katz & Cambell, 1994), 주변의 지지와 수용을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Emmons & Colby, 1995), 자신이 지지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자신의 정서표현이 

수용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보고된다(Sarason et al., 1991). 즉, 부정적 정서 자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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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의 억제에 대한 요구 간 갈등이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장정주, 김정모, 2008). 오지현(2010)의 연구에서는 모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

록 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

을 보여, 부모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모 양육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배민정, 정윤경, 

2015; 오지현, 조유진, 2009) 자녀의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양

육과정에서 정서를 잘 조절하고 혼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서표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가성은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조절 및 발달 모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서적 차원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서 부모 정서조절의 역할 중요성에 살펴보고, 부모

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

고 문제행동 및 부적응에 이르게 되는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에 부모 개인의 정서적 차원과 

부모의 정서조절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가. 청소년기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필요성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부모교육이 매우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보건복지부(2015)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적, 방임 학

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원인으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

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에 선행하는 근본적인 부모변인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도 절

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 자녀 간에 유발될 수 있는 많은 갈등으

로 부모의 정서조절이 가장 많이 도전받을 수 시기이므로(이지영, 2010b), 이러한 부모의 정서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정서

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는데, 행동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효율성 훈련(PET), 효과

적인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STEP),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등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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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와 같이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대중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에 있어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새롭게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이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혼가정자녀(2003), 저소득가정

(2009), 위기청소년(2011), 스마트폰중독청소년(2013), 초기청소년 자녀(2013)의 부모대상 프로

그램으로 부모-자녀의 발달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녀의 자아존중감,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이해, 청소년 문제행동 등 자녀의 정서 및 심리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호준, 2006; 이혜란, 1997).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의 프로

그램들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한 축인 부모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소홀하고 부모가 자

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훈련하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자칫 부모 자신의 문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자신의 내적 변

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습득한 방법과 기술들을 자녀에게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희백, 2007; 한성심, 2006).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발원(2013b)에서 2003년부터 10년간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의 추이를 부모자녀 관계변

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같은 양육

관련 변인이 다루어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점차 부모자신의 정서반응이나 상호작용의 변인

이 점차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현상

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교육에서 부모 개인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는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모의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모의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대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

해 우선적으로 국내외 부모대상 정서조절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국내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국내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검색해본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

의 부모대상 정서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대상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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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이론에 기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상담이론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특정 목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정서이론에 기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순중과 김유숙(2006)은 ‘학부모 정서관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와 서숙경과 김은경(2012)의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정

서반응태도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와 이승희(2013)의 ‘정서중심 상호작용 부모교육이 학

교부적응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중 정순중과 김유숙(2006)의 

연구는 정서중심의 마음챙김명상과 해결중심단기치료를 통합하여 우리 정서문화 특성을 고려하

여 정서표현 기법만 인지적으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우리의 정서문화 특성으로, 관계지향, 자기

중심적 정서표출의 억제, 부적정서의 수용과 승화를 언급하면서 내면의 정서변화를 보고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서관리 접근이 유발된 정서에 

대해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인지적으로 평가하며, 교육을 통해 기법을 습득하도록 도와 정서문

제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연미희, 1994),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적 정서유발 과정에 

즉각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때 사용하는 도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는 것이다(이수

정, 2001). 이 연구의 특징은 엄격하게 정서이론을 적용했다기보다는 정서의 자동적 처리과정

을 의식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서중심 체계적 마음챙김 명상과 해결중심단기치료의 절충을 시

도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서숙경과 김은경(2012)은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움으로서 자녀의 모든 감정을 수용하되, 행동에는 제한을 둔다는 양

육태도를 가지게 되어 자녀의 정서에 지지적으로 반응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다루고 보다 잘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승희(2013)의 감정코칭 부모교육 연

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참여한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입내용으로 정서표현, 정서용어활용, 부모정서조절, 자녀기대와 정서

인식, 정서조율하기, 자녀에게 제한 설정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서 

부모와 아동의 반응을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승희

(2013)의 연구는 부모교육이 아동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부모 개인의 미해

결문제를 다루고 부모역할을 경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자기성장이라는 변화를 경험하는 심층적

인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에서도 부모 스스

로의 변화에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이론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희백(2007)의 ‘정신역동적 부모교육 프

로그램이 부모의 정신건강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서은주와 이현림(2008)의 ‘애착증

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가 있다. 이희백(2007)의 연구에서는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기반하여 인지치료, 보웬이론,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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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료 활용하여 부모아동기 감정양식 이해, 가족구조이해, 가족관계형태 이해, 자녀관계와 감

정확인, 원인찾기, 부모핵심감정과 신념찾기, 핵심감정과 자녀관계 이해를 주요 개입 내용으로 

하여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모자간 상호작용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서은주와 이현림(2008)의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이 성인애착, 자아존중감, 및 어머

니-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또한 부모의 아동기 시기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현재

의 자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양육자의 성격와 중요성 이해, 

정서적 가용성 이해, 과거의 경험의 영향 이해, 대물림발견, 부모 미해결과제 탐색, 내부작동모

델의 변화, 의사소통을 주요 개입 내용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민감성을 높이고 정서적 반응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부모 자신의 자기탐색에 초점을 

두어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시도했다는 데서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윤숙과 이윤주(2011)의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로, 감수성 훈련은 상호작용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마음의 흐름을 감지

하고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마음과 감정의 교류를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정서교육(이장호, 김정

희, 1996)이라는 점에서 정서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조윤숙과 이윤주(2011)의 연

구에서는 한국적인 정서를 강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감성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경

향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한국적인 특징에 맞게 구성하여 부모 자신의 이해와 성

장, 의사소통 향상, 관계 개선의 영역과 자기이해, 자기수용 및 자녀수용, 상호피드백, 긍정발

견, 행동변화, 성격이해 및 자신감획득 등의 8개의 하위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의

사소통을 매개로 사용하여 서로의 감정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바

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을 요약

하고 핵심요인을 추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기존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 훈련, 부모

의 의사소통 향상, 가족관계 향상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이처럼 국내에서 개

발된 청소년기 부모대상 정서관련 프로그램은 6편에 불과하며, 정서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최은실(2010)은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여러 정서 이론에 기초하여 개

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수정(2001)도 정서조절 훈련들이 정서의 이론에 엄격하게 근거하여 이

루어질 때 현장에서의 전망이 밝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상의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국내의 개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연구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국내 청소년 상담 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개발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검증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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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구자 회기 대상 주요개입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학부모 
정서관리 
훈련 

프로그램

정순중 
김유숙
(2006)

8 학부모

• 정서중심의 마음챙김명상, 해결중시단기
치료 통합, 정서마음챙김명상, 호흡명상, 
해결지향적 질문기법활용, 문제해결경험, 
상호지지 및 내적자원 확신

부모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의 갈등의 
개선

감정코칭 
부모교육 

서숙경 
김은경
(2012)

8 학부모

• 부모의 정서반응태도의 중요성 인식, 자녀
감정 인식, 감정적 순간에 대한 인식변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 자녀가 감
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자녀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하도로 돕고 한계 정해주기

부모의 
정서반응태도, 
양육효능감

정서중심 
상호작용 
부모교육

이승희
(2013)

24
학부모
·초등생
자녀

• 참여한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
 - 정서표현, 정서용어활용, 부모정서조절, 

자녀기대 및 정서인식, 정서조율하기, 
자녀에게 제한 설정하기

참여한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

정신역동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희백
(2007)

10 학부모

•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기반하여 인지치료, 
보웬이론, 도정신치료 활용

 - 부모아동기 감정양식 이해, 가족구조이
해, 가족관계형태 이해, 자녀관계와 감
정확인, 원인찾기, 부모핵심감정과 신념
찾기, 핵심감정과 자녀관계 이해

양육자의 아동기 
감정양식 자각 및 
변화

애착증진 
부모교육 
집단상담

서은주 
이현림
(2008)

12 학부모

• 애착이론에 근거, 양육자의 성격과 중요성 
이해, 정서적 가용성 이해, 과거의 경험의 
영향 이해, 대물림발견, 부모 미해결과제 
탐색, 내부작동모델의 변화, 의사소통

양육민감성 증진과 
정서적 반응 증진

감수성 
훈련을 
적용한 
한국형 
부모교육

조윤주 
이윤주
(2011)

8 학부모

•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부모자신의 이해와 성장, 의사소통향상, 

부모의사소통 스타일확인, 관계개선의 
영역과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녀수용, 
상호피드백, 긍정발견, 행동변화, 성격이
해, 자신감 획득 등 

정서를 중심으로 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부모자녀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다. 국외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국외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검색해본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외에서 개

발된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Sanders, 1999)]은 부모의 정

서조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기존 국외에서 개발된 부모효율성 훈련(PET),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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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STEP),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비

교해 볼 때,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Triple-P)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보다는 

부모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을 통한 자기효능감과 양육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

고 있다는 점이다. Triple-P는 교정적, 예방적, 촉진적 부모교육 모델을 모두 포함하며 참여하

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모의 

개인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수준에서는 양육기술의 향상,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법,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부모의 정

서조절에 비중을 두고 개인 면담 회기를 3-4회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부모교육 효과는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으며(Sanders & Turner, 

2002), 최근에는 기존 긍정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3세-6세 아동의 정서적 유능감을 증진시키

는 내용이 추가된 EETP(Emotion Enhanced Triple-P)도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Karen, 

Cassandra, Matthew, Rebecca, & Josie, 2014). 즉, 부모가 아동의 정서를 명명하고, 정서가 일

어난 이유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자녀의 정서

지식의 증가와 파괴적 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Parent Program(Enhanced Program: David, David, & 

Dobrean, 2014) ABC 모델의 인지행동적 치료에 근거한 합리적 적극적 부모교육(RPP: Rational 

Positive Parenting program의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2

회기를 통합한 것이다. RPP의 목표는 양육기술과 자녀 행동문제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으로, 자녀관리 기술, 긍정적 행동 보상, 가족규칙 설정, 문제행동 개입전략, 효과적인 자녀와

의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와 자녀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기술 코칭하는 법, 자녀행동에 대

한 구체적인 문제해결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nhanced Program은 RPP의 행동적 부모

훈련 구성내용에 추가하여 기능적, 적극적 인지적 재평가 전략에 근거한 정서조절 전략 모듈이 

통합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문제행동의 원인 탐색(1회), ABC 모델, 비합

리적 사고 탐색, 기능적 인지적 재평가에 기초한 스트레스 대처 등(2-3회), 자녀와의 활동 방

법, 효과적 지시와 촉진, 자녀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보상하기(4회), 가족규칙 정하기, 협력적 

교사(5회), 원하지 않는 자녀행동에 대한 관리 기술(6-7회), 효과적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모델

링(8회), 자녀의 구체적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9회), 평가(10회)가 제시되어 있다.

TIK 프로그램(Tuing in to Kids: An Emotion-Foucused Parenting Program: Havighurst, 

Wilson, Harly, & Prior, 2009)은 부모의 정서사회화 모델에 근거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대

상 정서코칭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서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한 지 20여년 동안 부모의 

정서사회화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정서경험을 다루고, 정서를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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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가 회기 대상 주요개입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
(1999)

호주 10
출생-16세 
자녀의 
부모

-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족환경 조성하기
- 자녀들에게 타인과 어울리는 기술 가르치기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긍정적, 일관적, 확

고한 태도로 대응하기
- 자녀의 긍정적인 태도 격려하기
- 자녀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갖기
- 부모로서 나 자신 돌보기

부모의 
자기조절능력 
향상

EETP
:Emotion 
Enhanced 
Triple-P
(2014)

호주 10
미취학 
자녀의 
부모

• Triple-P에서 발전된 모델
 - 아동과 정서에 관한 대화 하는 법
   :정서명명, 정서가 일어난 이유 

아동의 
정서적 
유능감 향상

The Enhanced 
Cognitive-
Behavioral 
Parent 
Program 
(2014)

미국 10
4-12세 
자녀와 
부모

• RPP 모델에 적극적 인지적 재평가 전략에 근
거한 정서조절 전략 모듈을 통합

 - 1회기: 자녀문제행동의 원인 탐색
 - 2-3회기: ABC 모델, 비합리적 사고 탐색; 

기능적 인지적 재평가에 기초한 스트레스 
대처, 비합리적 사고패턴의 변화를 위한 전
략과 자신을 진정시키기, 자신과 자녀를 무

-인지적 
재평가 
정서조절 
전략 통합

용할 줄 아는 정서유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많은 이론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 적용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부모교육에서 새롭게 시도

되었다. Havighurst(2003)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자녀의 정서 이해하는 능력과 정서조절을 증

진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보다 자녀의 다루기 어려운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사회적 기술과 문제

해결기술 증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고 있다. TIK프로그램은 정서코칭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

는데, 자녀의 정서인식, 자녀가 정서를 피하기보다 경험하도록 가르치기, 자녀가 정서명명, 자

녀의 정서경험의 타당화 및 공감, 자녀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지키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

도록 지지하기가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정서코칭역량 증진시키고 자녀의 정서를 무

시하는 경향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Wilson, Havighurst 그리고 Harley(2014)는 TIK 프로그램을 부에 적합하게 수정된 

Dads TIK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의 정서적 양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반응성, 반응적이고 화난 양육스타일과 양육 효능감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녀는 더 적응적으로 행동하고, 부의 정서코칭능력은 증진되고 정서를 무시하고 화를 내

는 반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ads TIK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다음 몇 가지 이유로 1회

기 추가된 7회기로 구성되었다. 

표 5. 국외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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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가 회기 대상 주요개입방안 및 내용 핵심요인

조건적 수용 학습하기
 - 4회기: 자녀와의 활동 방법, 효과적 지시와 

촉진, 자녀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보상
 - 5회기: 가족규칙 정하기, 협력적 교사
 - 6-7회기: 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관리 기술
 - 8회기: 효과적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모델링
 - 9회기: 자녀의 구체적 문제행동에 대한 대

처와 문제해결
 - 10회기: 평가

TIK 프로그램
:Tuning in to
Kids: An 
Emotion-
Foucused 
Parenting 
Program
(2009)

호주 6
미취학 
자녀의 
부모

• 부모의 정서사회화 모델에 근거
- 정서코칭의 다섯 단계로 구성
- 자녀의 정서인식, 자녀가 정서를 피하기보다 

경험하도록 가르치기, 자녀가 정서명명, 자녀
의 정서경험의 타당화 및 공감, 자녀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지키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가 포함

-부모의 
정서코칭 

Dads TIK 
프로그램
(2014)

호주 7
미취학 
자녀의 
아버지

• TIK 프로그램을 아버지에 적합하게 수정
 - 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TIK프로그램보다 1회

기 추가됨.

-부의 
정서코칭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인식이 낮다고 보고되었고(Gratz & Roemer, 2004), 남성은 정서코칭의 

5단계를 받아들이는 데 더 큰 저항감을 보일 수 있으며(Gottman et al., 1997), 또한 부는 전

형적으로 모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학습한 새로운 기술을 가정에서 적

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부에 대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모에 대한 적용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IK 프로

그램은 18-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 TOTS(Tuning in to Toddlers)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Lauw, Havighurst, Wilson, Harley, & Northam, 2014). 국외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었다.

이처럼 국외의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조절 전략

을 일부 보강하는 형태이거나, 유아 및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정서사회화 모델에 기초

한 감정코칭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을 우선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국내외 정서조절 프로그램

다음은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국내외 정서중심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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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의 정서중심 프로그램은 주로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대상의 정서자각과 정서

표현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관리 프로그램 등 부모와 

같이 일반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내 정서조절 프로그

램은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일반 대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인지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지영, 권석만, 2010)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 정서조절과 정신건강 관계 설명
- 자신의 정서조절방략의 패턴

2회기 감정의 원인을 찾아내기 - 불쾌한 감정의 원인과 유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 

3회기 인지적 평가 다루기 - 자동적 사고, 인지매개모델(ABC 모델) 소개

4회기 인지적 평가 다루기
- 인지적 오류
- 자신의 감정에 적용

5회기 대안적 사고 찾기 -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도전하는 질문

6회기 대안적 사고 찾기
-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보다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사고로 

대체하는 방법을 안내 후 실습 

7회기 인지적 방략 종합
- 지금까지 배운 인지적 전략을 불쾌한 감정 경험에 대해 

종합적 적용

8회기 마무리
- 도움 된 점, 잘 되지 않는 부분 이야기
- 집단원지지 및 조언 등 피드백

첫째, 이지영과 권석만(2010)은 여러 연구에서 정서조절 효과가 확인된 인지적 정서조절 방

략 프로그램(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과 최근 정서를 체험하는 것이 정서적 변화과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체험적 접근(Greenberg, 2002; Greenberg & Paivio, 1997)에 주목하면서 

체험적 정서조절 방략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이 불쾌한 감정이 유

발된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대안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략이라 정의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은 대학생의 우울, 불안, 분노 

수준의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이지영과 권석만(2010)은 체험적 정서조절 방략은 기존의 심리치료 분야에 주류를 

이루었던 인지적 접근과 행동적 접근 그리고 역동적 접근으로 충분히 설명하거나 개입하지 못

했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였다. 체험적 정서조절 방략은 지금 여기의 장면에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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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 정서자각의 중요성, 명상적 방법 소개

2회기
현재 경험에 대한 

정서자각
- 명상훈련(호흡명상)을 통해 지금-현재의 신체경험 및 

외부자극을 통한 정서자각훈련, 자신의 욕구 및 정서 파악

3회기
현재 경험에서의 

정서자각(상황/상호작용에 
대한 정서자각) 

- 주위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서자각
- 타인과의 체험을 통한 정서자각

느끼고 표현하고 발산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방략이라고 정의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체

적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다음 표와 표에 인지적 정서조절 프로그램과 체험적 정서조절 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 6과 표 7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7. 체험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지영, 권석만, 2010)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 체험적 방략 안내

2회기 알아차리기
- 알아차리기 소개 및 실습
- 체험적 방략 사용의 4단계 과정 교육
  알아차리기-느끼기-표현하기-감정과 만나기(감정해소)

3회기
빈의자 기법 사용 

집단작업
- 빈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집단원 모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작업

4-6
회기

개별 체험적 
방략 사용

- 집단원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불쾌한 감정경험에 대해 
체험적 방략을 사용하여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는 개별 작업

7회기 체험적 방략 종합
- 지금까지 배운 체험적 방략을 불쾌한 감정경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실습

8회기 마무리
- 도움 된 점, 잘 되지 않는 부분 이야기
- 집단원지지 및 조언 등 피드백

이상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체험적 정서조절 방략의 효과가 인지적 방략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체험적 방략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정서조

절효과를 입증하였다(이지영, 권석만, 2010). 그러나 체험적 접근을 강조한 많은 연구자들은 감

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감정

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는 작업이 함께 따름으로써 체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Greenberg, 2002).  

표 8.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 프로그램(장정주, 김정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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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4회기
부정적 정서 및 긍정적 

정서 자각하기
(억압관련 정서자각)

- 억압된 부정적 정서 이해
- 자신의 부정적 정서 자각 및 이해
- 부정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긍정적 정서 이해

5회기
정서표현하기
(유사정서)

- 억압된 아동기 때 부정적 정서와 연관된 현재 생활상에서의 
유사정서 탐색 및 표현하기

6회기 정서표현하기
- 지금_현재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적절한 언어 및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
-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정서적 반응

7회기
정서표현하기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표현)

- 타인과 상호작용 경험에서의 긍정 및 부정적 정서표현
- 인간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적 정서의 공통성 이해

8회기 타인에 대한 관심표현 -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관심 표현

 

둘째, 장정주와 김정모(2011)의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 프로그램은 최근 정서에 

대한 체험적 차원의 방략이 정서조절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Greenberg, 

2002; Greengerg, Sandra, & Paivio, 1997/2008)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정서조절의 

중요한 방략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즉, 정서체험을 통한 정서이해 및 정서를 느끼기 등

의 정서 재경험에 근거한 것이다(Greenberg, 2002).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크게 초

기, 중기, 후기단계 과정의 8회로 집단이 구성된다. 초기(1회)에는 신뢰감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중기(2회-7회)에는 자신의 내적 정서를 자각하고 표현되는 작업이 되도록 하며, 후기(8

회)에는 정서표현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초점을 둔다. 구체

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표 8에 제시되었다.

이 밖에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 연구로, 최은실

(201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haffer(2005)의 정서이론을 기초로 정서인식, 정서이해, 정서조

절, 정서표현 능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기존 정서프로그램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정서단어 교육과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표현, 얼굴

표정 사진을 통한 타인 정서인식과 같은 내용을 보강하여 초등학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조용래(2012)의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정서조절개입 프로그램은 마음챙김 명상 수행이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에 대한 과도한 관여(예: 반추)와 정서에 대한 과소 

관여(예: 회피)를 감소시키고, 정서반응의 명료성과 기능적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적응적인 

관여를 촉진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Hayes & Feldman, 2004)에 기

초한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정서조절개입은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김정모, 전미애, 2009; 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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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김정모, 2011a, 2011b) 대학생 및 비행청소년, 정신장애환자들의 증상 완화와 정서조절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용래(2012)는 Segal, Williams, 그리고 

Teasdale(2002)이 개발한 MBCT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에 기반

을 둔 정서조절개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각 회기별로 특정 주제에 

관한 교육과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매 회기 후에는 직전 회기에서 배운 명상법을 스스로 실습

하고 실습 동안의 경험을 관찰하여 소정의 실습일지에 작성해 오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

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정서조절개입 프로그램(조용래, 2012)

회기 주제 프로그램 내용

1회기 오리엔테이션 - 마음챙김 명상의 이해, 먹기명상, 호흡명상

2회기
마음챙김 명상의 장애물 

극복하기
- 호흡명상, 정서에 대한 ABC모델, 신체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바디스캔)

3회기
생각이 고통을 일으키는 과정 

이해하기(생각의 위력)
- 듣기 명상,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호흡공간

명상(호흡확장명상)

4회기
감정은 불합리한 생각과 행동의 

강력한 유발 에너지
(감정의 위력)

- 생각과 감정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감정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가상사례 실습, 호흡공간명상(호흡확장명상)

5회기
생각은 단지 사실에 불과함을 

이해하여 생각과 감정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 걷기 명상,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실습, 강물 위의 
낙엽처럼 흐름에 맡기기 명상

6회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는 마음의 의도 

알아차리고 내려놓은 마음챙김의 
지혜 배우기(수용)

- 강물 위의 낙엽처럼 흐름에 맡기기 명상, 시 음미하기, 
자비명상

7회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 

탐색화 그 가치에 맞는 행동계획 
및 전념하기

- 무선택적 마음챙김 명상, 묵상명상, 삶의 나침반 찾기, 
장례식명상, 묘비명 쓰기, 가치있는 행동의 계획, 취약한 
상황의 탐색

8회기 마무리
- 무선택적 마음챙김 명상, 미래의 행동계획, 미래의 명상 

계획, 그동안 경험 정리하기

다음으로 외국의 경우도 주로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프로그램 많이 실시되고 

있는 편이며, 성인 대상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먼저, 명상 수행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기반으로 명상과 정서훈련 프로그램

(Contemplative/Emotion training)을 여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부정적 정서, 반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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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울이 감소하였고, 긍정적 정서와 마음챙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emeny, Foltz, 

Cavanagh, & Cullen, 2012). 이 프로그램은 8주 동안 42시간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전

체 회기는 교육 자료, 명상과 정서 알아차림 및 이해와 관련된 실습, 명상과 정서에 관란 실습 

과제, 과제 실천에 대한 토의로 구성된다. 명상의 구성 요소로는 주의집중 훈련, 마음챙김 훈

련, 공감과 측은지심의 촉진, 요가와 기타 운동, 삶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토의 등이다. 정서의 

구성 요소는 화나 두려움, 슬픔과 같은 구체적인 정서상태가 인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정

서의 자동적 평가, 유발 원인, 기능에 대한 지식,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인식, 자신의 정서 패턴

에 대한 이해,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에 대한 인식 등이다.

둘째, Gross의 정서조절 과정 모형에 기반한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으로, Massah 등(2016)

이 18세-50세 사이의 남성 약물의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들의 분노 감정의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Berking(2007)은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적

응적인 정서조절을 개념화하는 모델에서 성인 프로그램에 관한 개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박지선, 2014에서 재인용). Berking(2007)이 제시한 주요 내용은 첫째, 

정서자각하기, 둘째, 정서를 확인하고 명명하기, 셋째, 신체 감각과 관련된 정서를 해석하기, 

넷째, 정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다섯째,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

지하기, 여섯째, 기분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바꿔보기, 일곱째, 

정서를 수용하기, 여덟 번째, 부정적 정서를 감내하기, 아홉 번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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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프로그램 내용

1회기 - 교육에 관한 소개 

2회기
- 정서에 대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황들을 각성하고 정서를 
인식

- 정서의 다른 양상과 정서의 장단기적 효과에 관해 논의 

3회기
- 정서경험 인식의 목표를 스스로 평가하기
- 정서적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평가하기
- 정서조절전략의 목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기

4회기

- 사회적 고립과 회피를 예방하기
-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교육
- 대인관계 기술 교육
- 토론, 표현하기와 갈등해결

5회기
- 강박적 사고와 걱정 그만하기
- 주의집중 교육 

6회기
-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 사고의 확인
- 인지적 재평가 전략 교육

7회기

- 억제 전략 적용의 방법과 그 정도의 확인 및 정서적 결과의 점검
- 직면하기
- 정서표현 교육
- 환경적 강화를 통한 행동수정
- 정서적 해소, 이완과 반전행동에 대해 교육

8회기 - 마무리

표 10. Gross의 정서조절 과정 전략 훈련 프로그램(Massa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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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의 3단계인 프로그램 기획 단계 → 프로그램 구성단계 → 프

로그램 실시 및 평가 단계를 적용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립하고, 문헌연구와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

는 부모의 정서조절, 국내외의 부모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통계자료

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추세와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요구조사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척도와 질문지를 구성하여 실수혜자인 부

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 지도자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

로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얻어진 문헌조사 및 현장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의 구성원리, 조직원리, 운영원리 등을 도출하고 각각의 원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주요내

용을 구성하여 각 요소를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구성단계에서 얻어진 프로그램으로 실제 청소

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참여자들로

부터 평가적 피드백을 받았다. 예비연구는 부산시 교육청 산하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을 홍보한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때 유사한 조건의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정서조절의 변화를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통계적 효과검증 결과, 참여자 및 프로그램 지도자의 피드백, 전문가의 감

수 및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 개발절차 단계별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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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목표 수립
▪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 프로그램 목표 수립


문헌 연구

▪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부모 정서조절 프로그램 선행연구 고찰



요구 분석

▪ 부모의 정소조절 관련 변인 실태조사
▪ 부모교육 지도자 대상 프로그램 요구조사
▪ 청소년 부모대상 프로그램 요구조사
▪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구성

모형 개발
▪ 프로그램 구성원리 및 조직원리 추출
▪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추출



내용 구성
▪ 프로그램 요소 조직 및 활동 내용 구성
▪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안면 타당도 평가
▪ 프로그램 초안 개발

실시
및 

평가

예비연구 ▪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평가 및
수정보완

▪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에 따른 수정·보완
▪ 전문가 감수 및 자문에 따른 수정·보완


개발완료

▪ 매뉴얼, 워크북 등 교구재 개발 완료
▪ 최종 프로그램 개발완료

그림 4.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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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가. 프로그램 목표수립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가 충동적으로 표현됨으로

써 자녀와의 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돕고, 나아가 부모 자신의 정신건강 및 양육효능감 향

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 부모 자신의 미해결정서를 자각·명료화·수용할 수 있다. 

     - 인지행동적 전략에 기반한 정서조절실천전략을 계획·실천할 수 있다. 

둘째,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나. 문헌연구

본 연구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 부모의 정서조절의 개념 및 관련 변인, 국내외의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현황 및 구성요인 등을 개관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결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의 주요결과

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특징

첫째,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청소년 자녀의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맥락적 변화는 부모-자

녀관계에 있어 아동기 때와는 달리, 보다 평등한 양상과 질적으로도 매우 다른 특성을 띠게 

함으로 부모역할에 큰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독립과 의존의 양가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청소

년기 자녀에 대해 보호욕구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싶은 욕구로 갈등을 겪으며, 자녀의 청소년 

시기와 맞물려 부모도 중년기라는 생애 과도기를 겪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 문화에 대한 세대

차이 등을 겪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 개인적 차원과 부모-자녀 관계 차원 모두에서 내외

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이며, 정서조절에서도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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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발달적 임계기로써, 청소년기의 부모는 자녀의 정서관리 및 부모 

개인의 정서조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서조절의 개념 및 관련 변인

첫째, 정서조절은 정서의 종류, 상황,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체험적인 요소 등이 관련된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다차원적 개념으로, 연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조절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및 부모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 기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

여 Gratz와 Roemer(2004)의 정의에 따라 첫째, 정서의 자각과 이해, 둘째, 정서의 수용, 셋째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개인이 바라는 목표에 일치되게 행동하

는 능력, 넷째, 개별적인 목표와 상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는 대로 정서적 반응

들을 조절하려고 상황적으로 적절한 정서조절방략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정서조절과 부모 양육행동(양육태도, 정서적 반응, 정서반응태도, 의사소통 등) 

그리고 자녀의 정서조절 및 발달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조절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

녀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고 또한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행동 변화

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정서조절은 연쇄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개입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 정서조절 변인과 관련된 부모 양육행동 변인 및 청소년 정서조절 변인에 관한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정서조절전략은 자녀의 정서조절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적 반응, 정서반응태도를 비롯한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

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정서조절에 개인차를 가져올 수 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정서변인은 부모의 정

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갈등으로, 이는 부모의 정서조절전략, 부모 양육행동, 청소년 자녀

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 대상 개입 정서변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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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현황 및 구성요인

첫째, 기존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 훈련, 

부모의 의사소통 향상, 가족관계 향상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부모의 정서조

절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청소년기 

부모대상 정서관련 프로그램은 6편에 불과하며, 이 중 정서 이론에 근거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은 더욱 더 제한적이다. 국내 정서관련 부모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대체로 부모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반응태도,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양육자의 아동기 감정양식, 양육자의 내부작

동모델, 정서중심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으로, 각 프로그램에 정서조절을 다루기 위한 요인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부모 개인의 정서조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국외의 경우도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외의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정서조절 전략

을 일부 보강하는 형태이거나, 유아 및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정서사회화 모델에 기초

한 감정코칭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을 우선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 국외 정서관련 부모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부모의 자기조절, 

아동의 정서유능성 향상, 인지적 재평가에 기초한 스트레스 대처, 감정코칭 요소 등 국내의 프

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보다 자녀의 문제행동 개선 및 자녀양육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셋째,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국내외 정서중심 프로그램 고찰을 통해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논의하면, 우선, 정서중심의 국내연구는 주로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부모와 같이 일반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외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체험적 정

서조절전략, 마음챙김에 기반한 정서조절, 명상을 활용한 정서훈련, Gross의 정서조절전략으로 

인지, 행동, 생리, 체험적 요소 중 주로 한 두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은 공통적으로 정서조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

첫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발달에 부모의 정서조절의 역할에 대한 많은 근거가 축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

모교육 고찰 결과, 청소년기 부모의 정서조절을 초점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은 거의 찾기가 어

려웠으며, 따라서 정서이론에 기초하여 정서조절이 개입의 중심에 맞춰진 부모교육 개발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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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부모교육에서 양육의 주제는 잘 다루어졌으나, 부모개인의 변화 및 성장에 대

한 효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첩경이라는 문헌들에 근거하면, 부모 개인의 변화요인에 개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질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구성도 이 점을 

개발의 주안점으로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의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개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연구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예방적 차원의 일환으로 국내 청소년 상담 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개발 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검증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외 정서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정서교육,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두

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교육내용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부모-자녀 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기술적 관계로 설명하여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단순한 공식을 적용하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은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양육과정에서의 정서조절의 어려움

이며, 두 번째는 부모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서 비롯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며, 마지막으로, 부

모 자신의 미해결된 내적 변화에 대한 개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으로

는 양육에 관한 주제, 정서이론에 근거한 정서조절방법의 적용, 그리고 개인의 심층적 정서를 

다루기 위한 정신분석학과의 접목(김명하, 2013; Bervel, 2007; Bervel, 2012; Clarke & 

Dawson, 1998/2012)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구성에 있어 전체 부모교육의 목표와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목표를 통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조사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요구분석으로 부

모의 정서조절관련 변인 실태조사, 현장전문가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설문조사, 포커

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요구조사의 대상, 내용, 연구방법 및 조사결과를 차례대로 제

시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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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방법 인원수 주요내용

부모교육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5

▪ 부모교육 진행경험 및 효과적인 사례 
▪ 프로그램 참석 시 사용한 이론적 기반 
▪ 부모교육 진행 시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할 요소  

현장
실무자

설문조사 141
▪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방법(회기, 시간, 방법 등)
▪ 프로그램 참여대상
▪ 주요 부모교육 수행기관

청소년 
자녀의 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3

▪ 인터뷰 참여 동기  
▪ 교육 및 집단 참여 경험 시 유익한 점과 아쉬운 점 
▪ 자녀양육의 어려움 호소 
▪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와 부부관계에 주는 영향 
▪ 정서조절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
▪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요소

설문조사 171
▪ 정서조절, 
▪ 양육효능감
▪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표 11.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요구조사 요약표

1) 부모교육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가) 조사대상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부모의 정서조절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7명을 두 집단(서울/경기, 부산/경남)으로 구성한 후 총 2

회(각 120분)에 걸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경력은 표 12와 같다.

표 12.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일자 인원 소속 성별(연령) 경력

부산
경남

2016.6.17. 4

대학상담센터 여(30대) 10년

상담심리센터장 남(50대) 25년

대학교수 여(40대) 20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10년

서울
경기 2016.6.22. 3

학부모지원센터 여(50대) 20년

대학상담센터 여(40대) 1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40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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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는 부모 상담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전공 교육

학 박사 3인, 다수의 질적 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 

박사과정 재학 1인, 부모상담 및 교육 경험 5년 이상의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1인 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후 부모상담 및 

질적 분석 경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

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의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3에 전문은 <부록 4>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3.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참가자의 소개 및 부모교육 관련 경험 
∙ 부모대상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 

전환질문

∙ 현장에서 부모교육(집단상담) 진행 경험을 토대로 부모교육(집단상담)의 효과성 
∙ 부모교육(집단상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 소개 
∙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부모님들이 준 도움 된 피드백 
∙ 부모교육을 진행 시 가장 어려운 점 
∙ 부모교육 진행 시 사용한 이론적 기반 

주요질문

∙ 부모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 활용도의 효용적 가치 
∙ 부모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 
∙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요소
∙ 실제 프로그램 실시 시 프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등)의 효과성 부분

마무리질문
∙ 부모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시 추가 제언점 
∙ 인터뷰 마무리 

다)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은 3~4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2개 집단(각 120분) 총 7명의 참

여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상담을 전공 박사 1인이 주 진행자로, 상담을 전공한 석사 1인이 보

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

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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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집단상담)의 
효과성 변인 

집단의 응집력 

• 6회기 진행 시 결석(1-2명)이 있지만 친해지고 도움 받고 
싶다고 함

• 약간 동질집단을 구성하는 게 효과성이 좋음
• 지지집단과 6개월 정도 정서적인 내용을 나누는 것에 대
해서는 정서적인 효과는 있음  

• 개인 또는 집단에서 지지체계 형성으로 자원 필요 

경험에 대한 피드백
• 가정에서 실천 후 피드백으로 강화
• ‘좋았다, 실패했다’ 등의 살아있는 교육 현장의 효과
• 배운 것을 써보고 오시는 분의 피드백  

원가족의 정서적 
재경험 

• 대상관계 부모교육 참여 시 나의 부모를 반추하고, 나와 
부모의 관계를 살펴보니 “아이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작업이 되는 경험

자기자각 • 프로그램 경험에서의 느낌, 자각, 욕구 발견

부모교육, 
집단상담 

진행 및 참여에
인상적인 
프로그램 

나와 원가족 

•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양육되었나, 부모님이 나한테 어
떻게 했을 때 내가 좋았나

• 나는 어떤 게 좋았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나’에 초점을 맞추는 회기

매체를 활용하는 집단

• 자발적인 부모의 매체를 활용
• 색종이 작업 시 초등학생 아이들과 소통
• 색종이 접어서 전달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감정과 연결 
되어 자유롭게 표현

• 점토 활용을 통한 감정 표현
• 점토 활용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 표현

자조집단에서의 경험 
나눔

• 자조집단 형식에서의 성공경험과 실패경험나누기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 인터넷 집단 캠프의 프로그램 시 대상관계 부모교육으로 
아이와 함께 10-15일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 간 합의점을 
찾음

• 캠프, 부모집단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것

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

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박사 2인의 감수를 통해 최종 수

정되었다. 

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189개의 의미단위, 

82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표 14와 같다.

표 14. 현장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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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친절한 
안내(교육)이 포함된 

집단 

• 나쁜 부모 이분법적 사고, 사회적 잣대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교육에서도 서두에 이야기가 되면 참여자들 마음
이 좀 편하게 참여 될 수 있음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부모님이 
도움이 된다고 준 

피드백 

참여자들의 정보제공

• 동료들의 이야기, 엄마들이 하는 한마디. “다 때가 되면 
해결되~”라든가, “그때만 그래” 의 동료 피드백 효과

• 다른 집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대체적으로 규
준은 이렇구나’ ‘내 기준이 이거에 비해서 조금 과하거나 
적었구나’ 하는 정도의 규준에 대한 파악이 되어서 좋았음.

집단 구성원과의
친밀감

• 집단이 친한 집단일수록 만족도가 되게 높음
• 지지그룹이 생겨서 도움이 됨 
• 서로 같이 하다보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향상됨 

집단 구성원과의
동질성 

• 같은 학년 집단(1-2학년, 3-4학년)이라 공유 할 수 있고, 
아버지끼리 소통 가능 함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

• 부모-자녀 집단을 같이 운영 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되
게 좋음 

• 토요일에 부모님-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함 

아버지 참여 • 토요 프로그램에 아버지 참여

가족이해의 요소 

•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남편을 수용하게 되었다.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 내 감정도 인식하지만 상대의 감정 인식의 중요성을 깨
달음 

의사소통 연습 • 대화법 연습의 필요성  

원가족 이해 
• 나와 부모와의 관계 이해에 도움. ‘내가 왜 자녀에게 이
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 우리 부모가 그래서....이유
를 찾았다.’  

부모교육 진행 시 
어려운 점 

참가자 모집 • 학교 모집이 아닌 일반센터에서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집단 구성원의 이질성

• 대상자 모집 후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인한 집단 역동 방
해

• 부모라는 공통분모는 있으나 원트와 동기가 다름 
• 집단 진행 시 동질집단 구성의 필요
• 이질집단이어도 강사가 운영 시 포용이 필요함 

비자발적
참여자의 비난과 저항 

• 비자발적 부모님의 경우 매체 사용의 거부감.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약간 유치하다’의 반응 

지속성(효과성)에 대한 
지도자의 신뢰부족

• 교육 자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 ‘오늘 내가 돌아
가서 아이한테 꼭 해보겠다’ 등 도전은 받으나 지속성의 
여부 의문  

• 교육 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녀와 관계에서 얼마나 적
응이 되고 적용 될지에 대한 의문

• 교육 참여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관계에 변화
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참여자의 지나친 
기대(이상화)

• 실제 경험과 이론(방송매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 사
이의 갭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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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원의 
미해결욕구
(결핍욕구) 

• 활동중심 시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욕구로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음 

• 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비밀문제가 있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확실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음 

자신에 대한 방어가 
지나칠 때 

• 내 문제로 온 게 아니고 ‘아이의 문제로 온 부모다’ 라는 
태도가 강함 

• 본인문제는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
• 자기를 안 하려고, 자기를 안보이려고 했던 것, 자기철학
이 없는 것

부모교육 진행 시 
사용하는 

이론적 기반 

절충적 이론 

• 인간중심이나 대상관계를 통한 감정 들여다보기 
• 가족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상호관계 
접근 

• 이야기치료나 해결중심이나 아니면 구조 쪽에 해서 강점
자원 찾기 

• 다양한 이론에서 나와 있는 기법을 주제에 맞춰서 전략
적으로 구성

• 절충을 하는 편. 가족구조를 많이 봄. 잘못된 체계들을 좀 
흐트러서 다시 좀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 

가족치료이론
(보웬사티어)

• 애착이론, 자녀 부모관계,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 가족상담(보웬의 자기분화)  
• 가족조각, 한 회기는 가족조각을 하면 가족을 진단하거
나 가족 간에 정서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음 

인지행동적 접근 • 인지행동적 접근 

대상관계이론 
• 애착, 대상관계, 정서조절은 자기수용, 마음챙김, 이해와 
자기수용

정신역동이론

• 자기의 어떤 가족 역동을 알면은 좋으니까 정신역동적인 
것을 좀 깔고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초반에 조금 ‘그런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간간이 그런 것을 언
급해 줄 수 있으면 그걸 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지만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지는 않음

프로그램 개발 시 
대상, 활용도 등
효용적 가치

분노하는 부모, 
우울한 부모 

• 욱하는 부모와 우울한 부모 2개의 대상, 화가 다 연결이 
됨

예비사춘기 부모대상
(초4~초6)

• 초등학교 4학년부터, 4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 대상 
• 4,5,6학년부터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정서조절이 
되면 어머님들부터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프로그램

• 1,2,3학년 예비 사춘기 부모교육

학대가정 부모

• 자기감정은 올라오지만 감히 표현하면 또 가정폭력으로 
더 번지기 때문에 참여하기 쉽지는 않음. 경제적 여건이
나 시간적인 것은 안됨 

• 학대나 부모님들한테 정서조절 할 수 있어 좋음
• 이혼, 아동학대 등 실제 받아보면 더 좋음
• 아동학대범은 안 오지만 아동학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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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부모

• 성숙한 부모님들한테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주 미숙하고 
정서가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모님에게 ‘일련의 워밍업 
작업 없이 정서조절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

• 성숙한 부모도 함께 참여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아빠랑 자녀, 엄마랑 자녀로 편을 두고 다른 팀하고 대결
할 수 있는 부모-자녀 프로그램

• 한 회기나 두 회기 정도는 자녀랑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해보는 것의 중요

몸으로 부딪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험 

• ‘놀이’와 같이 실제로 같이 놀 수 있는 것을 경험
• 몸을 부딪치고 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
  (초, 중, 고등학생 모두 해당)

집단구성원 간 
신뢰형성하기 

• 집단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니 이와 관련된 회기가 잘 구
성되면 좋겠음 

• 집단원 간의 나눔과 소통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넣어서 동질감도 느끼고 서로서로 피드백 하는 회기도 
넣기 

• 어머니들 간의 정보공유 

긍정언어 배우기
• 긍정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 긍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부모 자
신에게도 정서조절하고 연결될 듯 

부모-자녀의 분리감정 
다루기

•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와의 분리, 독립이 어려울 때 

강점 탐색 • 부모 강점 찾기

공감 및 소통 향상 • 소통능력, 공감, 이해, 배려 

마음챙김, 명상 • 마음챙김 명상, 수용 

죄책감 내려놓기

• 한회기는 ‘죄책감 털어내고 가기’ 필요
• 죄책감의 단어가 쎄다면 ‘지금 내려놓기’ 
• 부모교육에 와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죄책감, 
이 정서를 좀 다뤄 낼 수 있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음 

정서의 인식 
및 처리

• 정서적 각성에 대한 인식 
• 분노, 우울 감정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죄책감하고 관
계가 있지만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아~ 오늘 잘 왔
구나’ 생각이 들면서 기대 할 수 있게... 

• 정서조절을 하려면 인식이 필요.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

• DBT(변증법적 행동치료)에서 교육과 상담적인 접근

대상별(초,중,고) 
양육시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tip 

• 초기 청소년기와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팁 공유 

• 초등, 중,고등학교의 언어세계, 문화이해 

어머니의 역할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 ‘어느 선 까지 해야 되나’의 혼란
•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엄마로서의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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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뒤쳐져서 역할 못할까봐 불안해서 엄마들 사이
의 휴대폰(톡)을 놓치 못함

• 동료 학부모들 만나보면 아이들 학교 가면서부터 갑자기 
학업에 열중함

부모의 긍정적 
마인드 가지기 

•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심어지지 않
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관계도 호전될 수가 없음

부모 자신을 위한 
행복감 

• 부모로서의 행복감이 아니라 한 존재의 행복감 
• 한 개인의 행복감하고 부모로서의 행복감들이 이어져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음 

• 기본적으로 어머니, 부모가 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
겠음.

• 내가 하고 싶은 것, 커피도 마시고, 걸어 다니고 싶고, 놀
고 싶고, 오늘 밥 안하고 싶고, 그대로 조금 느낄 수 있도
록 가감 없이 그래서 한번 실천도 해보고...그런 능력들
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 자신의 이해 필요
• 본인이 아이랑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하는지, 결국 내가 뭘 
해야 즐거운지 알아야 함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 

• 부모-자녀와의 관계 시 의사소통능력이 좀 더 갖추어져
야 함.

부모의 
가치관 및 

철학의 부재로 인한 
양육 방향 상실 

•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철학의 부재 
• 본인 인생의 가치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는 경우(“숙
제를 시켜야 하나” , “ 숙제를 시킬 것인지, 시키지 않을 
것인지 등) 

• 일관성도 없고, 묻지 못할 것을 타인에게 묻는 부모교육.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부모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관에 대한 정립들.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공적인 양육태도 및 
방식의 경험 제공

• 양육태도, 양육방식이나 이런 경험에서 성공경험이 생기
는, 그래서 부모역할 하는게 아~이거 괜찮네. 재밌네 이
런 생각이 들게 

문제해결력 향상 • 부모의 문제해결능력 지니기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요소 

분노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잠하나둘셋
• 분노순간에 자리 피하기
• 멈출 수 있게 하거나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간단하지만 
되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팁을 알려주고, 실제로 좀 써
먹어 보게 하는 것 

명상

• 도입 또는 마지막 회기에 명상이나 자기 돌아보기 활동 
넣기 

• 마음챙김이나 명상, 호흡,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연습 

•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선행 이해 필요 

신체작업
• 자기신체를 다시 한 번 돌보게 하는 것. 정서조절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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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작업(신체를 인식하는 것,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신체로 연결하는 기법) 

• 정서인식에 있어서 신체언어를 같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
함  

• 마지막 회기는 평상시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려드리
고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함 

감정 찾기 

• 감정 명료화 작업과 신체 자각을 감정 표현
• 도입 부분에서 감정으로 별칭 짓기(예: 지금 올 때 마음) 
• 명료화 작업(감정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음) 
• 정서를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 익히기
• 오면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떠올려보고 어떤 마음이 들
었는지 감정으로 적어보기

부모 자신의 자기돌봄
• 자기돌봄.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은 
가지나 자기돌봄은 전혀 못하고 있음

핵심감정 탐색 및 인식 

•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핵심감정
• 핵심감정에 대한 인식과 발현될 때의 이해 
• 나의 뿌리에서 과거의 부모님과 관계 맺는 그런 양상이 
결국 현재의 나 자신과 대인관계, 자녀, 남편, 다 대상관
계로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 한번쯤은 알려주는 게 필
요하지 않을까 

부모의 시간관리법
• 시간관리와 여가활용을 못해서 오는 불편감 
• 자기의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듬

부모-자녀의 
욕구 탐색 

• 부모, 자녀 욕구 알기

정서적임파워링 • 정서적 요소, 임파워먼트링 요소 추가 

프로그램의 형식
(시간, 방법, 접근 
등)의 효과성 

회기의 적절성

• 4회기에서 6회기가 적절성 
• 6회기가 8회기보다 부담이 덜하고 약간의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임 

• 초기 구조화(1-3회기)의 중요성
• 집단효과성을 검토했을 때 6회기는 참여도가 떨어지고 4
회기로 운영 시 효과성은 좋았음

시간의 적절성

•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좋고, 3시간은 진행자가 
지침 

• 2시간 30분하고 나눔 충분히 하고 교육하고 또 정리하고 
좋음

• 최소한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은 확보
• 3시간 X 8회 = 24시간 정도는 필요
• 어머니들이 하시면 10시부터 1시까지 참여가능 
• 3시간씩 10회기. 아니면 2시간씩 회기가 더 늘어나야 될 듯 
• 1박 2일, 무박 2일

집단상담 
운영 형식

• 집단상담 형식인 체험적 교육
• 집단의 전반적인 흐름과 정서조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
육을 하는 것 집단으로 하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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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대상 • 한부모 대상은 필요함

아버지 대상 
• 아버지 집단도 한회기에 몰아서 하는 4-6시간으로 상담
과 체험을 녹여낼 수 있을 듯 

•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아버지의 기업이나 직장)

프로그램 대상 
모집 시 기관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아동센터, 학원, 눈높이 등 요구사항 
• 아파트 주민센터

강의와 체험학습 
운영 형식

• 교육은 지양
• 강의와 체험학습 형태로 연계가 
• 교육과 상담의 병행 

부모교육 후
가정에서 

실습의 필요성 

• 부모교육 후 가정에서 아이에게 실습 필요 
• 직접 과제해 보고 와서 안 되는 것 하고 해야 함 
• 부모교육은 실습이 따라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 따라
서 강의, 실습 연계가 될 수 있는 형태 

상담기법을 통한 
실습의 효과성 

• 역할극이나 가족조각 기법의 효과성 

프로그램 
참여 시 유료화 

• 유인가 효과로 내 돈을 내고 한 게 제일 효과적이였음 
(참여율 등)

• 한 달에 2만원 정도 
• 프로그램 참여 시 유료로 돈을 받고 어떤 식으로든 돌려
드리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 라고 안내하기 

   (예: 프로그램 종료 후 식사, 책 증정 등)

프로그램 개발 시 
추가 제언점 

부모교육 도입에서의 
tip

• 부모님 대상으로 할 경우 자녀를 키워본 경험에 대해서 
접근 시 효과성 

• 내 아이가 아니면 tv에서 본 것, 어떻게 생각하냐로 접근
함. 사건에 대해 주로 도입에 많이 접근하고 감정을 다룸 

집단 운영 시 
구성원 간 접촉 필요

• 집단 운영 시 PPT보다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것

프로그램 시작 전 출결
사항 안내 

• 프로그램 출결사항의 명확성

대상자 모집

• 대상자 모집의 명확성 
• 정서조절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아서 대상자
들이 잘 조절이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적절한 홍보를 잘 수립하면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
들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를 위한 교육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자들이 잘해줘야 함. 잘 해내지 못
할 때 표준화된 부분만 따로 한번쯤 교육을 시켜서 담당
하게끔 해야 함 

정교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프로그램의 정교화
• 프로그램 개발 시 구성요소 등 맥락에 맞게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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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부모교육이 긍정적 변화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내실 있도록 다져지면 좋겠음 

균형 있는 프로그램 
보급 마련 

• 프로그램 보급 시 대상자를 염두 후 보급 필요 

사후모임 필요성 

• 4회기 마치고 특별회기처럼 시간을 떼서 사후모임 가능 
• 간단한 활동, 소감나누기, 사후모임
• 사후모임으로 멤버 구성원이 잘 지내는지, 어떻게 서로 
지지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사후모임을 최소 1번이나 새로 집단을 꾸리면 사실 집단 
멤버들이 흩어지는 것 같기는 함. 

•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집단(지지집단의 역할) 
• 1-2회기 정도는 개인적인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회기가 포
함되고 훈습하는 과정 필요

• 8회기 정도가 집단원끼리 똘똘 뭉쳐 오기 쉽고, 3스텝으
로 훈습의 과정으로 진행토록 함. 

• 부모교육은 지적에서만 머물지 않고 통찰도 되어야 하고 
분석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함. 

(1) 현장 진행 경험 시 부모교육(집단상담)의 효과성

현장전문가들에게 현장에서 실제 부모교육 또는 집단상담을 진행 할 때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의 효과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집단의 응집력, 집단원이 동료 또는 지도자

로부터 받는 피드백, 원가족의 정서적 재경험, 집단원의 자각, 매체의 활용, 부모와 자녀가 함

께 참여하는 것, 지도자의 질적인 교육의 일곱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집단의 응집력은 동질집단으로 구성하는 것과 집단원 간에 진심어린 소통과 지지로 인해 소

속감을 갖는 것이 집단의 효과성을 높여주었다고 하였다. 집단원이 동료나 지도자로부터 받는 

피드백의 경우 가족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에 대해 실제적인 정보나 지지적인 격려 및 조

언을 받음으로써 교육(집단)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원가족의 정서적 재경험은 집단원이 

원가족에서 가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신의 현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찰하고 

집단 안에서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단원

의 자각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욕구 및 결핍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찰하는 과정

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현장 진행 경험 시 부모교육 또는 집단상담 시 효과성의 요소들로 네 가지 하위요인이 추출

되었다. 집단의 응집력으로 동질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경험에 대한 

피드백으로 실천 후 피드백 받는 부분이 경험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원가족의 정서적 재경험

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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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집단으로 진행하면 집단원의 동질성 문제가 되게 크더라구요. 어떤 부모님은 학대

하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이제 비교적 잘 하고 계시는데 의사소통 관련된 것을 배

우려고 하시면.. 이렇게 되면 집단 진행할 때, 한명이나 두 명한테 좀 쏠려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동질집단을 구성하는 게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실천하고 와서 피드백 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이런 경험들이 더 강화시
키는 것 같아요.”

(2) 부모님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준 피드백 

프로그램 진행 시 부모님이 준 피드백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여덟가지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의 피드백이 효과성, 친밀감이 높은 집단의 만족도 향상, 동

질성이 높은 집단의 도움도,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고, 특히 아버지 

참여가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이해(원가족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

다.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을 연습해 보아야겠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그런 동료들의 이야기! 나보다 좀 더 키운 부모도 섞여 있잖아요. 초등 있고, 중등, 고등있

고. 그 엄마들이 하는 한마디. “다 때가 되면 해결돼~” 라든가, “그 때만 그래” 뭐 이런 동료

들의 피드백이 제일 효과 있고, 그 분들이 한마디 해주고 그 분들이 챙겨주는 것이 정말 효

과 있는”

“집단이 친한 집단일수록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들이 ‘아 도움 받았다’ 이런 만족도”

(3) 부모교육 진행 시 어려운 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운 점은 기관별 대상자 모집의 한계, 집단 구성원의 이질성

이 집단역동을 방해할 때, 비자발적인 부모님의 프로그램 활동의 비난과 저항으로의 거부감, 

교육 후 지속성에 대한 지도자의 신뢰부족, 참여자의 지나친 이상화(기대), 집단원의 미해결욕

구로 인한 집단을 방해하는 것, 비밀보장이 깨어질 때, 자신에 대한 방어가 지나칠 때의 여덟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대상자 모집 시 동질성과 이질성의 부분에서 이질적인 구성원의 몇 명이 집단의 역동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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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경우 진행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비자발적인 부모님의 경우 매체 활용에 있어 유치하

다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육 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자녀와의 관계 시 지

속적으로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보이기도 하였다. 집단 안에서의 비밀보장이 깨어질 

경우 구성원 간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다. 부모 자신의 문제 보다 자녀의 문제가 더 크다

고 말하는 부모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자가 모집되었을 때, 동질성과 이질성 부분에서 이질적인 한 두명이 그 집단의 역동을

굉장히 방해를 하니까... 그렇다고 6-8명인데, 우리가 선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

단 대상자 모집이 선별하기 어렵고, 신청자 위주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어렵지 않나.. 그리

고 진행할 때는 한 두 명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든가 자기한테만 집중시키게끔 무언가를

했을 때 어렵죠. 다 같이 친해져야 하는데, 그 분을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면 집단 역동이 좀

안 좋아지니깐요.”

“비자발적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매체 사용하는 거 되게 거부감이 우선 있으시구요.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약간 유치하다’ 이런 반응들이셔요.”

(4) 부모교육 진행 시 사용한 이론적 기반 

부모교육을 진행 시 사용하는 이론적 기반에는 절충적 이론, 가족치료(보웬 사티어), 인지 

행동적 접근, 대상관계 이론, 정신역동 이론으로 다섯 가지 요소로 추출되었다. 절충적 이론으

로는 인간중심과 대상관계를 통한 감정 들여다보기, 가족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이론으로의 상

호관계 접근, 이야기치료나 해결중심의 강점 찾기로 진행되었다. 가족치료이론의 경우 사티어

의 경험적 가족치료나 보웬의 자기분화를 나타났다. 

“저도 좀 절충을 하는 편이구요. 가족 구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잘못된 체계들을 좀 흐트러

서 다시 좀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구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족상담에서 쓰는 거 다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보웬의 자기분화는 안쓸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부모님한테 당장 설명하면 원가족과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

래서 그 부분은 항상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식, 자기분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게끔.. 내가 좀 흔들려도, 내가 정서가 좀 부족해도 내 아이까지 전달시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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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한 효용적 가치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대상, 활용도 등에서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상의 경우 분노 및 우울한 부모, 예비 사춘기의 부모(초4-초6), 학대가정, 성숙한 부모로 네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저는 정서조절이 되면 4, 5, 6학년 대상의 어머님들부터 청소년기를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

램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잘하세요. (중략) 그래서 가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

이 4-5-6학년부터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준비 좀 하시면 좋겠다.”

“성숙한 부모도 오면 좋겠지만 서로 섞여가지고 오면 서로서로 상호작용도 되고”

(6) 프로그램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신체

를 활용하는 경험, 집단구성원 간의 신뢰, 긍정언어 배우기, 부모-자녀의 분리 감정 다루기, 강

점 탐색, 공감 및 소통, 명상 및 마음챙김, 죄책감 내려두기, 정서인식과 처리, 양육 시 부모가 

참고 할 수 있는 조언, 어머니의 역할 확립 프로그램, 성공적인 양육태도와 방식의 경험 제공, 

부모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스무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한 가지 더는 긍정언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다면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결국 부모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부모로서의 행복감이 아니라 한 존재의

행복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부모의 역할 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이 따로 나누

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전체적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부분들.”

(7)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요소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요소가 어떤 것이 있

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분노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명상, 자기신체 돌아보기, 감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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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화, 부모 자신의 자기 돌봄, 핵심감정 탐색 및 인식이해, 부모의 시간관리법, 부모-자녀의 욕

구 탐색, 정서적 임파워먼트링으로 아홉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분노상황 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 중 잠하나둘셋 또는 분노순간에 자리를 피하기 등 간단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팁을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명상을 통한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체작업을 통해 정서조절을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체 자각을 통해 감정을 찾는 법도 필요하다. 

“우리가 “화가 난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략)여기가 확 막힌 것 같다’, ‘여기 열

이 확 뻗히는 것 같다’, ‘온몸이 아프다’ 뭐 이런.. 그래서 이완을 하는 것도 신체언어랑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자기 신체를 다시 한 번 돌보고 보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정서조절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감정 명료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신체 자각이 되면 감정

을 적어 보는거에요. 불안인지, 우울인지, 어떤 감정이든지 적어봐서 감정단어 카드를 사용

하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구요.”

(8) 프로그램 형식의 효과성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의 형식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회기의 적절성, 시간의 적절성, 집단상담 운영 형식, 대상의 적절성(한부모, 아

버지), 프로그램 대상 모집 시 기관 섭외, 강의와 체험학습 운영 형식, 교육 후 가정에서 실습

의 중요성, 상담기법을 통한 실습의 효과성, 프로그램 참여 시 유료화 필요로 아홉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저는 4회기에서 6회기가 적절한 것 같은데, 6회기 좋은 것 같아요. 4회기는 약간 좀 나눔이

적어요. 나눔이 적고, 좀 친해질만 하면 헤어질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교육은 약간 실습이 들어가야 돼서 분산이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 와서 아이를 보

고 다시 떠올리고, 실험을 해봐야 되요. 그래서 분산으로 가는 것도 다른 마라톤보다는 이거

는 실습을 좀 많이 해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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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가 제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언할 점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교육 도입의 조언, 

집단 운영 시 구성원 간의 접촉 필요, 구성원의 출결사항 점검,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지도자

를 위한 교육의 필요, 정교하고 긍정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균형 있는 프로그램 보급 마

련, 사후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여덟 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였다. 

“이런 부모님 대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본 경험에 대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아

요. 어젯밤 있었던 소소한 일들도 얘기하면서 접근하면, 어머님들이 “명강사가 오는 것 보다

오히려 좋았다” 일상적인 부분들. (중략)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대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아까 말

씀처럼 대상자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뭐 이혼하고 몇 가지.. (중략) 대

상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후모임을 한번 정도는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지지하고 있는

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대상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는 부모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두

고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1집단(부산)으로 구성한 후 총 1회(120분)에 걸친 인

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경력은 표 15와 같다.

표 15.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구분 일자 인원 소속 성별(연령) 자녀수 

부산
경남

2016.6.17 3

주부 여(30대) 3명

주부 여(30대) 1명

주부 여(40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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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지 구성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는 부모 상담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전공 교육

학 박사 3인, 다수의 질적 분석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

학 박사 재학 1인, 부모상담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1인등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후 부모상담 및 

질적 분석 경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교육학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최

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

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의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

적인 내용은 표 16에 전문은 <부록 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6.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인터뷰 주제 소개 
∙ 어머니 소개 및 심층인터뷰 참여한 동기

전환질문
∙ 부모교육(집단상담) 참여 경험 가운데 도움 된 부분과 아쉬운 점 
∙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과 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주요질문

∙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큰 경우
∙ 부모로서의 정서적 어려움 시 자녀 및 부부관계 등 미치는 영향  
∙ 감정적으로 조절 및 통제가 어려울 경우 도움도 
∙ 외부 전문가로부터 정서조절과 관련된 도움 기대도 
∙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운영 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요소 
∙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개설 시 장소, 회기수, 소요시간, 요일 선호도 

마무리질문
∙ 부모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시 추가 제언 
∙ 인터뷰 마무리 

다)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은 3명의 부모대상으로 구성된 1개 집단(각 120분) 총 3명의 참여

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상담을 전공 박사 1인이 주 진행자로, 상담을 전공한 석사 1인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축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축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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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참여경험

부모님 간의 
고민 나눔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고민 나눔 
• 부모교육 후 실천 후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을 공유하며 카타
르시스의 경험  

지도자가 
마음을 살펴줌

• 상담 선생님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려 주심 

• 어머니의 심정이 긍정적인 부분을 읽어 주니 아이를 치료 
받는 것 보다 본인이 힐링이 됨. 

• 1시간 교육 후 1시간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 나눈 
후 선생님의 피드백 시간이 좋았음

성공적인 
실천경험
(구체적인 
방법 학습)

• 부모교육에서 들었던 것을 거실 칠판에 붙여놨는데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해도 내가 그것이 보이면 한번 참게 되고 
따라하게 됨. 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면 좋겠음

• 냉장고 앞에 우리아이는 잘 자랄 겁니다.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등 성경말씀 등 눈으로 볼 수 있게 함 

•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를 자석으로 붙여
놨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 노래를 부르고 리듬을 타면서 자녀에게 로션을 발라 스킨
십하며 친해지기 

부모교육(집단상담) 
참여 경험에서 
아쉬웠던 점

집에서의 
실천 어려움 

• 교육 후 집에 오면 집안일과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배운 
것에 대한 실천의 어려움

• 집단상담을 받거나, 부모교육센터 참여 시간 밖에는 더 이
상의 영향이 없음을 느낌 

• 부모교육 참여와 책을 읽은 대로 해보았지만 우리아이에게 
맞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필요함 

• 교육 후 실천한 뒤 어머니 성향에 따른 효과성이 상이함

훈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 부족 

• 교육에 배웠던 것을 실천하고 부모님 간 피드백이 서로 공
유가 되지 못함. 나눌 수 있는 기회 필요

• 내가 있었던 일들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예: 전
화상담 등) 

자기개방의 어려움 •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 나누고 피드백 나누는 시간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

으로 검토하면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박사 2인의 감수를 통해 최

종 수정되었다. 

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51개의 의미단위, 

26개의 하위범주, 7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표 17과 같다.

표 17.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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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만 하고 시원하게 오픈하지 않음. 듣
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음 

• 사건과 이야기에 대해 하면서 우리 아이만 문제 있는 걸로 
보이는 경향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나의 감정조절의 
어려움 

• 어머니 마음의 평정심 유지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영향을 미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의 부족

•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이 필요하나 주
변에 마땅히 없음

• 책을 읽거나 실질적인 도움 없이 양육할 때  
• 학교 상담센터는 믿을 것이 못되고 불신하게 됨. 비밀보장
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상담을 할 경우 담임선생님도 
알게 되어 아이에게 지장이 될 수 있음

• 아이 양육에서 피드백을 지인이라고 있으면 좋은데 마음 
깊이 털어 놓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고 받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시간 부족 •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에 따른 관계회복
자녀의 특성 

(성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부모와 자녀 간의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 마찰 
• 아이의 성향과 성별에서 차이가 있어 양육이 어려울 때 

훈육방법 •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을 경우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클 때 

기대와 다를 때 

• 20살 때까지 부모님에게 아니요라고 말 한 적이 없는데 내 
아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이해가 되지 않음 

• 내 아이의 문제는 모르고 남의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는 보
일 때 

• 부모의 가치관인 예의 바른 것을 아이에게 기대하고 기대
치가 높을 때

훈육방법을
모를 때 

• 부모-자녀 간의 롤 모델의 사례가 없어 문제 상황 시 대처 
방식을 모를 때 

• 아이를 훈육 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으로 번짐 
• 훈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훈육 하는 방법에 대
해 모름 

•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훈육 받은 경험이 없어 훈육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가족 내에서 
수용 받지 
못했을 때 

• 신랑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아이도 안 들어줄고 아무도 
안 들어줄 때

• 나를 배려해 주는 느낌, 사소하게 행복하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부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부부
관계가 좋은 집안의 아이들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짐 

가족발달기의 
전환기가 일어났을 

때 

• 생리 시작 전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이에게 영향을 줌 
• 부부사이의 권태기 및 나 스스로의 권태기 
• 첫째 출산 후 달라진 부부관계
• 첫째 출산 후 사회에 적응하는 아버지의 힘든 시기 
• 연령별 아이의 발달에 관한 지식 부재로 정서적 어려움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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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계 이상을 
요구받을 때 

• 나의 모든 것을 빼서 더 이상 뺄 것도 없는데 더 요구 받을 때 

부모로서 정서적 
어려움으로 미친 영향
(자녀, 부부관계 등) 

자녀에게 
화를 냄 

• 분노조절의 근원적으로 해결 되지 않고 자녀에게 번복 하
고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진을 유발함 

• 내가 힘들 때 남편도 힘들어 질 때  
• 내가 힘들어서 무기력해지고 탈진하게 될 때 
• 신랑도 사회적으로 힘이 들고 엄마로써 주부로써 아내로써 
나의 모든 것을 빼서 하고 있는데 더 요구 받아 힘이 다 빠
졌을 때 

감정 조절 및 통제 
어려움 시 받고 싶은 

도움

공감과 이해 

• 신랑에게 외로움을 해결 할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
하고 아이에게도 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을 경우(외
로움을 한사람에게 갈구하기 보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얻
기) 

• 내가 외로울 때 공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이가 
아니고 제3자에게 그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한명이 될 수 
있어 챙겨 받는 느낌이 듬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

•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음(예: 전화, 
전문가가 댓글 달아주기, 키워드로 분류해서 쉽게 검색하
기, 전문적인 게시판 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운영 시 
포함 구성 요소 

가족 발달의 이해 
• 첫째 출산 후 새로운 가족의 단계로 들어갈 때의 부부관계
를 다루어 줬으면 

소진 극복 요소 

• 어머니의 탈진으로 힘이 다 빠졌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예 : 신랑도 사회적으로 매진되고, 아이들도 커버가 힘이 
들 때 종교와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지기) 

• 내 안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기
  (예 : 심는 대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

아버지 교육 
• 아버지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 아버지와 아이가 몸으로 하는 프로그램 

부정적 정서 
다루기

• 정서조절에서의 죄책감 다루면 훈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 같다.

• 탈진, 죄책감, 부부관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 분노는 죄책감과 연결되고, 탈진은 외로움과 연결되는 것 
같다. 

프로그램 시간 •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시간대, 저녁시간 

프로그램 회기 
• 시간을 길게 해서 회기 수를 줄이기
• 짧은 것보다는 최소 8주 정도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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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교육(집단상담)에 참여 시 도움 되었던 프로그램 

부모에게 부모교육(집단상담) 참여 시 도움 되었던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님 서

로 간 집단 안에서의 고민 나누기, 프로그램 안에서 지도자가 구성원의 마음 헤아림, 성공적인 

실천경험의 세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나만 고민하는 것이었는데 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니깐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좋

았었고, 그래서 그곳의 상담하는 선생님이 자폐 아이들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모래치료를 하

시는 분이니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설명해주시고, 먼저 엄마들의 마음부터 건드리

시더라고요."

“자석으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를 현관에 붙여놨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

니깐 그것을 읽으면서 가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2) 부모교육(집단상담)에 참여 시 아쉬웠던 프로그램 

부모에게 부모교육(집단상담) 참여 시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 참여 후 

가정에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하였다. 수시로 피드백을 받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후 구성원의 낮은 자기개방으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였다.  

“막상 집에 오면 집안일이 쌓여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보면 이걸 해야지 했던 것

이 자꾸 미루게 되죠. 나중에 해야지..”

“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서로가 공유가 못되니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듣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중략) 엄마들이 거기에서는 진짜로 속 시원하게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3) 자녀양육 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클 경우 

부모로서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

지에 대한 질문에서 나의 감정조절의 어려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의 부족, 시간 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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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성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네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피드백을 지인이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또 마음을 깊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 (중략) 그런 것이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중략)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4) 감정통제가 어려울 경우 도움 받고 싶은 부분

평소 생활 중 감정적으로 조절 및 통제가 어려울 시 도움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

문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가치관이 높고 다를 때, 부모가 훈육방법에 대해 모를 때, 가족에게

서 수용 받지 못했을 때, 가정 안에 가족발달기가 일어나 적응해야 할 때,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가족에게서 한계 이상을 요구받을 때에 대한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말하였다.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이게 되게 싫고 그래서 예의바른 게 중요한데 (중략) 이게 내가 너무

기대치가 높을 수 있을테니깐”

“제대로 된 훈육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중략) 훈육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가르쳐주면”

“저는 신랑도 저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아이도 안 들어주면 저는 누구한테..아무도 안 들어

주니깐, 저는 힘든 거죠.”

“첫째를 놓으면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라 아빠도 힘든 시기고.. 그런 것들은 아빠도 힘든 시기

고..”

“나의 모든 것을 빼서 더 이상 뺄 것도 없는데 더 요구 받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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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로부터 정서조절 관련으로 도움 받을 시 기대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서조절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경우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

문에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공감을 받을 수 없거나 챙겨 받지 못해 이해 받고 싶을 때,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피드백 받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였다. 

“내가 외로울 때 공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이가 아니고 제 3자한테 그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한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나를 챙겨 받는 느낌 같아요.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화나 이런 것으로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

략)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전문가가 댓글을 달아주는 것. 이것을 분류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키워드로. 전문적인 게시판”

(6) 프로그램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운영 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

족 발달의 전환에서의 부부관계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였다. 자녀 양육에서 소진 될 시 극복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하였다. 아버지 참여 교육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였다. 자녀 양육에서 부모 탈진 시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부분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첫째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단계로 들어가니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다루

어주면 좋겠고”

“저한테 치료가 됐던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그 안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

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던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이던지,”

(7)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첫째, 프로그램에서 부모-지도자 또는 부모간의 현장경험의 사례 나눔과 경험에 대한 피드백

을 지도자가 해주는 것이 좋았다고 현장전문가와 부모가 동일하게 응답한 것으로 보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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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시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 후 부모가 가정에서의 실습을 통해 교육 진행 중에 지도자의 수시 확인과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자기이해는 물론 원가족의 탐색으로 부모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긍정언어, 강점 키우기, 희망메시지 가지기 등 긍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부모의 자존감 향상과 자녀와의 양육스킬과도 연결되어 부모의 정서조절에도 영향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상황에 따라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올라올 때 정서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처양식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녀 양육 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조절이 향상되는데, 긍정적 정서조절로 

전환 시키고, 부모 자신의 자기돌봄에 대해 프로그램 활동 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설문조사

가) 조사대상

부모의 정서조절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부모님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71명의 설문지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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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합계

연령

30대 70 40.9
171명

(100.0%)
40대 95 55.6

50대 이상 6 3.5

자녀수

1명 이하 38 22.2

171명
(100.0%)

2명 97 56.7

3명 30 17.5

4명 이상 6 3.5

직업

주부 106 62.0

171명
(100.0%)

단순노동 5 2.9

반숙련직 2 1.2

숙련직 2 1.2

판매직 5 2.9

사무직 33 19.3

관리직 9 5.3

전문직 9 5.3

표 18.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변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분포

 

나) 조사도구

(1) 정서조절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조절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

가 개발한 척도를 조용래(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각 문항 내용이 평소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

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낸

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충동통제곤란 7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 부족 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6문항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4문항의 총 36문항으로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하여 이승미와 

김희진(2005)이 수정 및 표준화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반적 

양육효능감(7문항), 신체건강 양육효능감(3문항), 의사소통 양육효능감(3문항), 학습지도 양육효

능감(3문항), 훈육 양육효능감(3문항)의 5가지 하위척도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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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리커트 방식(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α

가 전체문항은 .92, 하위척도는 .71∼.87이었다. 

(3) 자녀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오경자 등(1997)이 

재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K-CBCL은 사회능력척도와 문

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개의 

척도와 내재화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총 문제행동 척도로 총 11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총 118문항으로 각각 3점 리커트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검자

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CBCL 표준화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62에서 .82,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68로 나타났다(김명선, 하은혜, 오경자, 2012).

다)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 세종시, 대구시, 전라북도 교육

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소속 학부모교육원으로 150부씩의 설문지를 보내어 자발적으로 응답하

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실시는 상담을 전공한 교육학 석사 2인이 각 척도에 대한 응답방식

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변수의 특징 및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

하여 부모의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라) 조사결과

(1)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 자녀의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부모의 정서조절, 양육효능감,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측정변수들 간에 어떤 관련성을 갖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나이, 자녀수, 직

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행동은 양육효능감, 정서조절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양육효능감과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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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변인들의 상관계수

1 2 3 4 5 6

나이
1 -.030 .101 -.012 -.044 -.104

.697 .197 .880 .566 .178

자녀수
1 -.117 -.065 -.008 -.048

.133 .396 .918 .533

직업
1 .041 .010 .041

.603 .898 .603

자녀문제행동
1  -.673** -.319**

.000 .000

정서조절
1 .398**

.000

양육효능감 1

평균(표준편차)
53.28
(9.58)

2.80
(.65)

3.81
(.44)

*p< .05. **p<.01.

(2)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으로는 입력방식으로 나이, 자

녀수, 직업, 양육효능감, 정서조절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정서조절 변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44, p < 

.01). 또한 자녀의 문제행동은 다섯 가지 변인에 의해 46.7%가 설명되며, VIF는 10이하로 다

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Β β R2 F

자녀의 
문제행동

나이 -.116 .112 -.062

.467** 22.894**

자녀수 -1.081 .723 -.090

직업 .121 .225 .032

양육효능감 -1.424 1.395 -.065

정서조절 -9.484 .929 -.64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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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합계

연령

20대 11 7.8

141명
(100.0%)

30대 38 27.0

40대 64 45.4

50대 27 19.1

60대 1 0.7

성별
남 19 13.5 141명

(100.0%)여 122 86.5

학력

학사졸업 32 22.7

141명
(100.0%)

석사수료 11 7.8

석사졸업 68 48.2

박사재학 9 6.4

박사수료 10 7.1

박사졸업 7 5.0

기타 4 2.8

전공

상담/교육상담 70 49.6

141명
(100.0%)

심리학 15 10.6
아동가족학 6 4.3
사회복지학 25 17.7
청소년학 16 11.3
기타 9 6.4

프로그램
진행경험

100시간 미만 115 81.6
141명

(100.0%)
100∼200시간 13 9.2

200∼300시간 2 1.4

4) 현장실무자 대상 요구조사

가) 조사대상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

소년의 심리상담 및 학업관련 지도경험이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구조

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에 참여한 상담자는 141명(남 19명 13.5%, 여 122명, 56.5%)이었으

며, 이 가운데 관련전공 석사졸업 이상이 98명(69.5%)이었다. 주로 사용하는 부모교육 프로그

램에 대한 질문에 64명(35.4%)이 본원에서 개발한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응답

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51명(28.2%)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구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 21과 같다. 

표 21. 부모교육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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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합계

300∼400시간 2 1.4

400∼500시간 3 2.1

500시간 이상 6 4.3

주요실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음부모교육 64 35.4

141명
(100.0%)

PET 18 9.9
APT 4 2.2
STEP 3 1.7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51 28.2
기타(친한자, mbti) 41 22.7

프로그램
참여대상

학령 전 자녀를 둔 부모 31 10.9

141명
(100.0%)

초등학생 부모 85 29.8

중학생 부모 88 30.9

고등학생 부모 60 21.1

기타 21 7.4

주요 부모교육
수행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 23.9

141명
(100.0%)

학교 85 35.7

WEE센터 6 2.5

복지관 18 7.6

건강가정지원센터 17 7.1

경찰서, 법원 14 5.9

학부모지원센터 10 4.2

기업 1 0.4

기타 30 12.6

경력

1년미만 8 5.7

141명
(100.0%)

1~5년 82 58.2

5~10년 33 23.4

10~15년 7 5.0

15년 이상 11 7.8

나) 조사도구

CYS-Net을 활용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요구조사는 부모의 정서조절과 관

련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구성요소 및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관한 영역으로 인적사항과 자

유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구성의 과정은 부모교육관련 문헌연구

를 통하여 기초적인 문항풀을 구성한 후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 4인(대학교수, 상담심리전문가, 교육학석사 등)의 검토와 안면타당도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최종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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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응답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프로그램 형태

집단상담 프로그램 107 75.9

단회성 강의 21 14.9

기타 13 9.2

회기 수

1회기 5 3.5

2~3회기 29 20.6

4~5회기 57 40.4

6회시 36 25.5

7회기 이상 14 9.9

회기 시간
(집단상담)

60분 49 34.8

90분 61 43.3

120분 21 14.9

150분 4 2.8

180분 5 3.5

기타(무응답) 1 0.7

다)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취약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

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요구조사는 2016년 4월~5월까지 문항구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6월 13

일부터 30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산망인 CYS-Net을 

활용하여 전자 설문 형태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자료는 141부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모두 성실

하게 응답되어 141부 전체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은 SPSS WIN 21.0을 활용하였으며, 기

술통계분석이 사용되었다.

라) 조사결과

부모의 저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75.9%, 

단회성 강의가 14.9%로 집단상담 형태의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적정 

회기 수는 4~5회가 40.4%, 6회기가 25.5%로 높게 나타났다. 한 회기당 적정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에 집단상담 형태에서는 90분이 43.3%, 단회성 강의 형태에서는 120분이 48.9%를 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진행시 어려운 점은 참여자가 교육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요구가 

다르다는 점이 30.2%, 참여 대상자의 모집이 어렵다는 의견이 28.7%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현장실무자 대상 프로그램 회기수, 시간,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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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영역 응답내용 응답자수(명) 비율(%)

회기 시간
(단회성강의)

60분 16 11.3

90분 39 22.7

120분 69 48.9

150분 6 4.3

180분 10 7.1

기타(무응답) 1 0.7

운영방식

주기적 교육
(예시 : 6주간 주1회 2시간씩)

112 79.4

집중교육
(예시 : 1주간 3회 4시간씩)

23 16.3

기타 6 4.3

프로그램
실행시

어려운 점
(3개 중복체크)

대상모집 100 28.7

참여자의 개인적 요구가 다름 105 30.2

교구재 부족 22 6.3

프로그램 내용의 부족 39 11.2

자녀의 연령대가 다름에 따른 어려움 76 21.8

기타 6 1.7

라. 프로그램의 구성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

로 실시한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운영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1차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부모교

육 경험 및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 2인, 경력 15년 이상의 청소년 상담자 1인, 경

력 5년 이상의 청소년상담사 1인, 경력 3년 이상의 청소년상담사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아 수

정·보완 하였다.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운영원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첫째,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갖도록 돕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기존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은 양육방식이나, 의사소통 등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부모의 정서조절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했다. 정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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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관련 변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부모의 정서조절수준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정서조절전략이 자녀의 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의 정

서자각, 정서표현, 정서조절방략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그 시기와 맞

물려 부모도 중년기라는 발달적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현재 정서를 보다 

잘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적이해, 가족의 발달 및 본인의 중년기 

발달시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3회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이론적 강의를 통해 정서조절 향상을 돕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정서조절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의 명료화 및 수용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부모 정서조절 프로그램에서는 원가족-현재가족 가계도그리기를 통

해 자신의 핵심 정서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탐색을 하고, 정서 갈등·충돌상황 탐색을 통

해 그 미해결 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를 자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정서조절을 위한 전략을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지적·체험적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하였

으며, 또한 개인의 핵심 정서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루기 위해 전이와 

투사 등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접목하였다. 하지만 가족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론

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4회기에 자신만의 정서조절

모델을 작성하여 실생활에 밀착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프로그램의 운영원리

첫째, 프로그램 주요대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구성한다. 현장전문가 사전 요구조사에서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한 회기는 90분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

적인 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충분한 훈습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1주일에 1회씩 총 5

주간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은 각 회기 별로 “도입 – 전개 - 마무리 - 과제주기”의 순서로 진행한다. 도

입부분에는 참여자들이 라포를 형성하고 집단상담 형태의 프로그램에 초대될 수 있도록 돕는

다. 또한 본 활동에서 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며, 이후 필요시 

강의 및 과제주기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들이 충분히 훈습되도록 돕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도자용 매뉴얼 지침대로 하고, 참가자는 워크북을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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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진행은 주진행자가 진행하며, 보조진행자는 참여자들의 저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진행자를 조력하고 참여자들을 지지, 독려한다.

3)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주요내용과 활동을 요약하면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주요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

선 <1회기>의 목표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 및 진행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자와 참여자를 소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참여동기를 높이는 것이다. 아

울러, '지금-여기(here & now)'에서의 역할과 발달을 중심으로 자기탐색을 함으로써 미해결정

서가 역기능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의 상태를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회기명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이해!’로 하였다. 

<2회기 : 정서의 뿌리를 찾아서>의 목표는 원가족과 현재가족의 가계도 작성을 통하여 원가

족으로부터의 미해결정서와 현재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다. 또한 정서의 전이와 투사에 대한 지도자의 강의를 통하여 개인의 정서가 유·아동기의 다

양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전이와 투사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해 집단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회기명은 ‘정서의 뿌리를 찾아서’로 

하였다. 

<3회기>의 목표는 탐색되어진 미해결정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역기능적으로 활성화되는 상태

를 자각함으로써 이를 명료화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발달, 청소년발달, 중년

기발달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부정적 정서의 감소를 돕고자 하였다. 회기명은 ‘바로 

너였어!’로 하였다. 

<4회기>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조절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감정, 생각, 행동 

등의 연쇄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정서조절 실천모델

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전

략 및 방해요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성공가능성과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수립한 행동 실천전략은 과제주기를 통하여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한다. 회기명은 

‘정서에 휘둘리는 부모! 정서를 다스리는 부모!’로 하였다. 

<5회기>의 목표는 지난 회기에서 수립하여 실천한 나만의 정서조절 모델에 대하여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고려하지 못했던 점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다 실천이 용이한 실천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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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돕는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회기요약과 소감나누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서조절 실천동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기명은 ‘내 정서는 나의 것!’으로 하였다.

표 23.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 및 주요내용

회기 회기명 주제 주요내용 주요활동

1
부모의 
시작은 

자기이해!

오리엔테이션, 
자기탐색

•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방법 안내
• 지도자 및 참여자 소개 (참여동기)
• ‘지금&여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기탐색

• 과제: 상황-정서 기록지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참가서약서 작성
• 어머니(아버지), 아내
(남편), 신체·생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탐색

• 과제주기 및 사전검사

2
정서의 

뿌리를 찾아
미해결정서 

탐색

• 원가족 속에서 경험한 미해결정서 탐색
• 현재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탐색
• 강의: 정서의 전이와 투사
• 과제: 상황-정서 기록지

• 원가족-현재가족 가계도
• 정서 가계도 
• 강의 및 과제주기

3
바로 

너였어!

미해결정서
명료화 및 

수용

• 미해결 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 
자각 및 수용

• 정서조절이 어려운 구체적 상황탐색
• 강의: 가족발달, 청소년발달, 중년기발달
• 과제: 정서-행동-결과 기록지

• 정서갈등·충돌상황탐색
• 정서조절이 어려운 
상황의 자각(감정, 생각, 
행동, 결과)

• 강의 및 과제주기

4

정서에
휘둘리는 
부모,
정서를 

다스리는 부모

정서조절방략 
수립

• 정서조절 실패의 고리 찾기
• 방해요인과 해결방략 탐색하기
•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 만들기
• 과제: 정서-행동-결과 기록지

•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 만들기

• 방해요인 및 해결방법 
탐색

• 과제주기

5
내 정서는 
나의 것! 

정서조절
방략평가,
프로그램
마무리

• 나만의 정서조절 모형 실천을 통한 평가
• 프로그램 개관을 통한 지속적 실천동기 
강화

• 소감나누기 및 프로그램 마무리

• 정서조절 실천모형 실천
• 프로그램 개관
• 소감나누기
•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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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1.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가.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

한 학부모의 정서조절곤란도와 양육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 간의 사전검사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한 후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검

사의 변화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참여 학부모의 참여자 관점 평가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예비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시에 소재한 학부모지원센터 1개 실험집

단(1집단, 7명)과 통제집단(1집단, 7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독립변인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정서조

절곤란도와 양육효능감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 시범운

영에 참여한 참여자의 참여자 관점 평가 및 만족도를 보완적인 질적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설계는 표 24와 같다. 

표 24.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검사 / 정서조절곤란도, 양육효능감
O2 : 사후검사(실험집단) / 정서조절곤란도, 양육효능감,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의견
O4 : 사후검사(통제집단) / 정서조절곤란도, 양육효능감 
X1 : 실험처치 /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정서조절향상 프로그램(5회기×90분) 

나.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연구 개발진으로 함께 참여한 상담경력 15년 이상의 상담전

공 박사 겸 상담심리전문가 1인, 상담경력 5년 이상의 상담전공 박사과정 겸 청소년 상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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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담경력 3년 이상의 상담전공 박사, 상담경력 3년의 교육전공 석사 겸 청소년 상담사 1인으

로, 시범운영에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익힌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부산시에 소재한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7명(1개 집단) 총 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

영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실험집단 통제집단

N (%) N (%)

연령대

36-40 2명(28.6%) 4명(57.1%)

41-45 2명(28.6%) 2명(28.6%)

46-50 3명(42.9%) 1명(14.3%)

합계 7명(100%) 7명(100%)

자녀수 

1명 3명(42.9%) 3명(42.9%)

2명 3명(42.9%) 2명(28.6%)

3명 1명(14.3%) 2명(28.6%)

합계 7명(100%) 7명(100%)

2) 측정도구

가) 정서조절곤란도 

학부모의 정서조절곤란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n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

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충동통제곤란(7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8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7문

항), 정서적 명료성 부족(3문항), 정서조절 전략 접근제한(6문항),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4문

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α가 전체 정서조절곤란도는 .88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는 충동통제곤란 .907,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891,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22, 정서적 

명료성 부족 .540, 정서조절 전략 접근 제한 .691,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 .5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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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6문항, 신체양육능력 3문항, 의사소통능력 3문항, 학습지

도 3문항, 훈육능력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않다’∼‘매우 그렇다’

의 5점 Likert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α가 전체 양육

효능감은 .96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897, 신체양육능력 .646, 의

사소통능력 .868, 학습지도 .811, 훈육능력 .868로 나타났다. 

3)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범운영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범운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학부모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학부모(1집단, 7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유사한 조건(성별, 사

회경제적환경, 인원수 등)의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7명으로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으며, 실험집단 학부모들은 회기가 마칠 때마다 회기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후검사지를, 그리고 실험집단에는 만족도 

조사 및 평가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수합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

서조절곤란도 및 양육효능감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검증을 위한 독

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

조절 및 양육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전반적 만족도 및 소감문, 프로그램 운영진의 운영에 대한 회기별 평가 및 의견 등

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 연구결과

1) 정서조절곤란도에 미치는 영향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본 프로그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있다.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 개발   77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두 집단 간 정서조절곤란 총점(t=1.660, 

p>.05) 및 충동통제곤란(t=.597, p>.05),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t=1.044, p>.05),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t=1.742 p>.05), 정서적 명료성 부족(t=.937, p>.05), 정서조절 전략 접근제한

(t=1.868, p>.05),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t=-.220, p>.05) 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타나났다. 

종속변수 집단 N M SD t p

정서조절곤란
총점

실험 7 2.68 .44
1.660 .123

통제 7 2.33 .34

충동통제곤란
실험 7 2.73 .83

.597 .562
통제 7 2.49 .69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

실험 7 2.61 .73
1.044 .317

통제 7 2.25 .54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실험 7 2.94 .83

1.742 .107
통제 7 2.37 .25

정서적 명료성 부족
실험 7 2.43 .74

.937 .367
통제 7 2.14 .33

정서조절 전략 
접근제한

실험 7 2.52 .59
1.868 .086

통제 7 2.00 .45

목표지향행동수행 
어려움

실험 7 2.86 .56
-.220 .830

통제 7 2.93 .66

표 26. 정서조절곤란 총점 및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증

(2)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값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수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정서조절곤란도
실험 7 2.68 .44 2.42 .60 1.726 .135

통제 7 2.33 .34 2.42 .34 -4.054 .007

**p<.01

표 27. 정서조절곤란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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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조절곤란 총점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검사 점수(M=2.42)

가 사전검사 점수(M=2.6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0.2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이후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통제집단에서의 경우 사후

검사 점수(M=2.42)가 사전검사 점수(M=2.3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4.054, p>.01). 

즉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사후값이 감소를 보인 반면 통제집단은 사후값이 유의하게 

증가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정서조절곤란의 총점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서조절곤란의 총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됨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효과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정서조절곤란도 하위요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충동통제
곤란

실험 7 2.73 .83 2.55 .78 1.030 .343

통제 7 2.49 .69 2.57 .66 -1.922 .103

정서에 
대한주의
/자각부족

실험 7 2.61 .73 2.11 .54 4.000   .007

통제 7 2.25 .54 2.23 .53 .548 .604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실험 7 2.94 .83 2.67 .79 .858 .424

통제 7 2.37 .25 2.47 .18 -1.698 .140

정서적 
명료성부족

실험 7 2.43 .74 2.24 .76 .405 .700

통제 7 2.14 .33 2.14 .47 .000 1.000

정서조절 
전략 

접근제한

실험 7 2.52 .59 2.31 .87 .972 .368

통제 7 2.00 .45 2.19 .51 -2.489  .047

목표지향
행동수행 
어려움

실험 7 2.86 .56 2.68 .64 .672 .526

통제 7 2.93 .66 2.96 .64 -1.000 .356

*p<.05, **p<.01

표 28.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정서조절 하위요인에서는 사전값에 비해 정서

에 대한 주의/자각부족(t=4.000, p<.01)에서 사후값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충동통제

곤란(t=1.030, p>.05),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t=.858, p>.05), 정서적 명료성부족(t=.405, p>.05), 

정서조절전략접근제한(t=.972, p>.05), 목표지향행동수행어려움(t=.672, p>.05)에서는 유의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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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정서에 대

한 주의와 자각이 높아져서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값에 비해 정서조절전략접근제한(t=-2.489, p<.01)에서 사후값에

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변화를 보였으며,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정서조절을 위한 전략

을 더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사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동질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결과는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두 집단 간 양육효능감 총점(t=-.491, 

p>.05) 전반적인 양육능력(t=-.810, p>.05), 신체양육능력(t=0, p>.05), 의사소통능력(t=-.417, 

p>.05), 학습지도(t=-2.76, p>.05), 훈육능력(t=-.408, p>.05)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집단 N M SD t p

양육효능감 총점
실험 7 3.80 .77

-.491 .373
통제 7 3.96 .37

전반적 양육
실험 7 3.52    .80

  -.820 .229
통제 7 3.81    .47

신체적 양육
실험 7 4.14    .86

   .000 .235
통제 7 4.14    .33

의사소통
실험 7 3.90    .85

  -.417 .107
통제 7 4.05    .30

학습지도
실험 7 3.81    .86

  -.276 .202
통제 7 3.90    .32

훈육능력
실험 7 3.90    .76

  -.408 .216
통제 7 4.05    .52

표 29. 양육효능감 총점 및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검사 독립표본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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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효능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집단별로 

사전검사에 대비한 사후값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3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종속변수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양육효능감
실험 7 3.80 .77 3.96 .64 -1.881 .109

통제 7 3.96 .37 3.92 .31  1.109 .310

표 30. 양육효능감 총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대응표본 t-검증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 총점에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사전(M=3.80)에 비해 

사후(M=3.96)에 평균의 상승이, 그리고 통제집단은 양육효능감의 감소(사전 M=3.96, 사후 

M=3.92)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실험집단(t=-1.881, p>.05)과 통제집단(t=1.109,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은 양육효

능감에 유의한 통계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를 보다 세부

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하여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요인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M SD M SD

전반적 양육
실험 7 3.52 .80 3.83 .67 -4.596   .004 

통제 7 3.81 .47 3.79 .41 .311 .766

신체적 양육
실험 7 4.14 .86 4.19 .60 -.354 .736

통제 7 4.14 .33 4.00 .19  1.441 .200

의사소통
실험 7 3.90 .85 3.95 .80 -.354 .736

통제 7 4.05 .30 4.00 .33  1.000 .356

학습지도
실험 7 3.81 .86 4.05 .65 -2.500  .047

통제 7 3.90 .32 3.90 .32 .000 1.000

훈육능력
실험 7 3.90 .76 3.86 .72 .354 .736

통제 7 4.05 .52 4.05 .52 1.109 .310
*p<.05, **p<.01

표 31.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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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전반적인 양육능력(사전 M=3.52, 사후 M=3.83)과 학

습지도(사전 M=3.81, 사후 M=4.05)에서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에서 대부분에서 사전검

사 점수에 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감소가 있거나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양육능력

감 하위요인 가운데 전반적 양육과 학습지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및 평가의견

가. 참가자의 만족도 및 평가의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만족도 및 회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Likert

척도, 회기평가는 주관식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표 32와 같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은 4.5점, 프로그램

이 학부모들에게 활용되길 원하는 점이 4.8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를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연번 질문 평균점수

1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4.5

2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나에게 유익하였다. 4.5

3 나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원한다. 4.8

4
나는 기회가 된다면 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다.

4.5

표 33에서 항목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구성

된 점은 4.8점, 프로그램의 내용 만족도는 4.3점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이 대체로 만족스럽

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연번 질문 평균점수

1 프로그램은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4.8

2 프로그램의 내용은 만족스럽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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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균점수

1회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4.0
어머니(아버지), 아내(남편), 신체·생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탐색

표 34에서 항목별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프로그램의 진행순서, 방법, 진행

시간, 진행 장소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도 4.8점으

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34. 프로그램 진행방법 대한 만족도

연번 질문 평균점수

1 프로그램의 진행순서나 방법은 만족스럽다 4.5

2 프로그램의 진행시간은 만족스럽다. 4.3

3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만족스럽다. 4.8

4 프로그램 진행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8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달성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표 35와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

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4.5점), 정서적 어려움 인식, 부정적 정서 조절 

및 행동전략, 자녀와의 관계 자신감도 4.3점으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35.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

연번 질문 평균점수

1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4.5

2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금-현재 나의 정서적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4.3

3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4.3

4 나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 4.3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보면 표 36과 같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4

회기의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 만들기 및 방해요인 및 해결방법 탐색이 4.8점으로 가장 도

움이 된 것을 보고되었다. 또한 2회기 원가족-현재가족 가계도 및 정서가계도 작업과 5회기 정

서조절 실천모형 실천하기가 4.7점으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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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균점수

2회기
원가족-현재가족 가계도 

4.7
정서가계도 

3회기
정서갈등·충돌상황탐색

4.0
정서조절이 어려운 상황의 자각(감정, 생각, 행동, 결과)

4회기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 만들기

4.8
방해요인 및 해결방법 탐색

5회기 

정서조절 실천모형 실천

4.7프로그램 개관

소감나누기

회기 주요내용 평가의견

1
◦ 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 ‘지금&여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기

탐색 

◦ 나에 대해 오롯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 부모역할로서만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다양한 나의 역

할을 통해 정서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 많은 정서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서를 인식하는 것

이 어려웠다. 

2
◦ 원가족 속에서 경험한 미해결정서 탐색
◦ 현재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탐색 

◦ 가계도를 그려보니 좀 더 명확한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 우리 아이의 유형을 통해서 이해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3
◦ 미해결 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 

자각
◦ 정서조절이 어려운 구체적 상황 탐색 

◦ 미해결 정서에서 자유로워져 자녀를 더욱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떠나보낼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 아이에 대한 나의 정서를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참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4
◦ 정서조절 실패의 고리 찾기 
◦ 방해요인, 해결방략 탐색
◦ 나만의 정서조절 행동모델 만들기

◦ 정서의 주된 감정에 대해 뜨거운 감자처럼 대하지 않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용이감을 느끼게 되었다.

◦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실천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5

◦ 나만의 정서조절 행동모델 실천을 통한 
평가

◦ 프로그램 개관을 통한 지속적 실천동기 
강화 

◦ 정서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얻
게 되는 시간이었다. 

◦ 다른 사람들의 정서조절 행동모델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잘 할 수 있겠다는 힘이 생겼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도움이 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한 평가의견은 표 37

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에서 정서를 통한 자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정서 인식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4회기 및 5회기에서 

정서조절의 실패 고리를 찾는 작업을 통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37. 프로그램 진행에서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아쉬웠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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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요내용 평가의견

총평

◦ 집단상담을 통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열 수 있다
는 것,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수면에 띄어도 될 만큼 내
가 치유되었다는 것이니깐 정서조절을 할 수 있을 만
큼 힘이 생겼다. 빨리 끝나게 되어 아쉽다. 

◦ 집단상담이 처음인데 전문적인 집단상담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다른 사람의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들어서 좋았고 바
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런 시간을 통해 나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좋은 사
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기 주요내용 평가의견

1
◦ 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 ‘지금&여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기

탐색 

◦ 부모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
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서들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임. 

◦ <정서단어 목록>을 통해 다양한 정서가 있다는 것에 흥
미를 보이며, 본인이 느끼는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 구체
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함. 

2
◦ 원가족 속에서 경험한 미해결정서 탐색
◦ 현재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탐색 

◦ 가계도 그리기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역동을 탐색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핵심감정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에피
소드가 이야기되는 부분이 인상적임. 하지만 자칫 한, 
두 명의 부모에게 집중적인 초점을 두게 되면 다른 프
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이 원가족과의 관계와 연
결되고 현재 가족에게도 감정이 전해져 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으며, 미해결정서에 대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함. 

나. 프로그램 운영진의 평가의견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지도자 및 보조지도자 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도움이 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들이 활동을 통해 지금-현재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작업과, 원

가족과 현재가족관계를 통해 미해결된 정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서조절모델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프로그램 운영진의 평가의견은 표 38에 요약

되어 있다. 

표 38. 프로그램 운영진의 평가의견



부모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 개발   85

회기 주요내용 평가의견

3
◦ 미해결 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 

자각
◦ 정서조절이 어려운 구체적 상황 탐색 

◦ 감정의 출발점과 상황에 시댁과의 갈등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으며, 집단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역동이 
일어남. 

◦ 시댁과의 갈등에 초점이 됨에 따라 객관적인 정서인식
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감정체온계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서를 객관화시킴으로
써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선명해짐. 

4
◦ 정서조절 실패의 고리 찾기 
◦ 방해요인과 해결방략 탐색
◦ 나만의 정서조절 행동모델 만들기

◦ 부정적 정서조절을 위해 자녀와 겪는 상황을 되돌아보
고 겉감정과 속감정의 차이를 통해 감정의 양면성을 알
게 되어 어머니의 감정이해에 도움이 되었음. 다만, 자
녀와의 갈등 상황 시 대처하는 행동이나 생각의 부분에
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분을 볼 수 있
었음. 

◦ 정서조절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부분을 어려워하였음.

5

◦ 나만의 정서조절 행동모델 실천을 통
한 평가

◦ 프로그램 개관을 통한 지속적 실천동
기 강화 

◦ 각자의 정서조절 모델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임.

◦ 정서조절 모델 적용 후 피드백 받고 재교정하는 시간이 
한회기로 부족하다는 반응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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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서조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

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획단계 및 구성단계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정서조절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들을 개관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부모교육 전문가 및 실 수혜자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의 구성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

소년 상담 현장 실무자와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헌연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및 주요내용을 도

출한 후 프로그램 개발진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전문

가의 감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본 프로그램의 목표, 진행방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효능감 향상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90분씩 5회기의 집단상담으로 진행하며, 구성원은 지도자 1명(보조지도

자는 선택적으로 함)과 7~10명 정도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부모됨의 의미 이해와 부모로써의 자기탐색, 미해결정서의 탐색, 미해결정서의 명료화 

및 수용, 나만의 정서조절방략 수립 및 평가이다. 아울러 정서조절방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

서에 따른 행동을 자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인지적 변화를 주요한 수단으로 

하였다.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예비연구로서 프로그램 초안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

망하는 청소년의 부모를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유사한 조건

의 부모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예비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부산시에 소재한 학부모교

육원 수강자들 가운데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한 부모들 7명을 1집단이었으며, 통제집단은 

유사한 조건의 7명이었다. 예비연구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한 동질성 검사를 통해 통계적 동질성을 확보한 다음 각 집단별로 대응표

본 t-검증을 통하여 사전 및 사후 점수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완적으로 프로그

램 참여자 및 운영진의 평가와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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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에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본 프로

그램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곤란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부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반면, 충동통제곤란,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 부족, 정서조

절 전략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 어려움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전반적 양육에 대한 효능감과 학습지도 효

능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양육, 의사소통, 훈육에 대한 효능감

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대한 만족도,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도, 회기별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예비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을 통

해 참여자들이 부모로써의 자기탐색이나 미해결정서의 탐색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부모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서 비롯된 정

서적 어려움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보다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에 있어서 정서에 대한 주의/자

각부족의 감소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정서조절의 필수적인 시작단계이며

(박성현, 성승연, 2008; Johnson, 2009; Mayer & Gaschke, 1988), 정서를 자각하는 것이 부정

적 정서를 완화시켜 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의 핵심

적인 방략이라는 점과(임전옥, 2003; 장정주, 김정모, 2011; Berking, 2007), 이러한 방략이 높

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전반적 양

육에 대한 효능감과 학습지도 효능감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부모의 정서조절향상에 초점을 맞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

할 수행과 관련되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다 더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

과에서 부모의 학습지도의 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본 프로그램이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비중이 커질 수 있는 학업문제에서의 부모-자녀간 갈등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Zeman 등(2006)의 모델에서 부모의 정서조절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실패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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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양육효능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있는데(이영호, 2010), 이에 본 프로그램은 정서조절능

력 향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양육효능감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청소년기는 정서조절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Abidin, 

1992), 부모의 정서조절 또한 가장 도전받는 시기임을(이지영, 2010) 감안해 볼 때, 부모의 어

려움을 여과하는 중요한 대처자원 중의 하나로써 양육효능감(Abidin, 1992)의 증진에 본 프로

그램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증진(서은주, 2009), 감정코칭(서

숙경, 김은경, 2012)과 같은 부모의 정서적 요소를 다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증진

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내용구성에서도 지

금-현재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작업과, 원가족과 현재가족관계

를 통해 미해결된 정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정서조절모델과 개인의 심층적 정서를 다루는 접근과의 접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김명하, 2013; Bervel, 2007; Bervel, 2012; Clarke & Dawson, 1998/2012) 

주장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심층적 정서를 다루고, 정서조절모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의 교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

한 기관의 학부모 7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어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적인 연구와 시범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90분간 5회기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부모됨의 의

미와 원가족으로부터 지속되어온 미해결 정서를 탐색하여 수용하기까지 개인적인 수고의 시간

에서 차이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평가와 시범운영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

로 과거의 미해결 정서가 현재에서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해결방안까지 실천하는 과정을 제

안하였으나, 지속적인 현장적용을 통하여 대상의 특성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활동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관계에

서 자신의 정서를 명료화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천모델을 제공하도록 기여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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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모정서조절향상 프로그램 매뉴얼

1회기 : 부모의 시작은 자기이해!

회기주제 오리엔테이션, 자기탐색 (역할, 발달, 개인)

운영방법 소집단 (10명 내외) 진행인원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운영시간 90분 진행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이름표, 사전검사지(해당되는 경우)

활동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방법을 이해한다.

2. 역할과 발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지금-여기의 나’를 탐색한다. 

활동

내용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 안내

2. 지도자 및 참여자 소개 

   ※ 참가동기 및 목적 중심으로 소개함

   ※ 참가서약서

20분

전개

1.【지금-여기의 나】작업 및 나눔

  ※ 어머니(아버지), 아내(남편), 신체·생리적 발달 측면에서의  

    나, 개인으로서의 나

2. 과제설명 및 과제주기

  ※ 과제 : 상황-정서 기록지

55분

마무리 1. 참가소감 나누기 15분

유의점

1.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도입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진행의 완성도를 

고려하도록 한다. (※ 사전검사는 10~15분소요)

2. 지도자 및 참여자를 소개할 때, 지도자가 모델이 되도록 참여동기나 기대하는 바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집단원이 소개한 내용에 대해 집단규준으로 받아 들여 질 만한 

내용은 요약 및 반영을 통해 강화해준다.

3. 지도자 및 집단원 소개를 위해 이름표꾸미기, 별칭짓기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지금-여기의 나’를 작업할 때 가급적 고부갈등과 관련된 이슈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고부갈등의 경우, 시모와 관련된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 너무 많아 자칫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음)

5. 과제주기의 경우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한 후 

부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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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기 : 정서의 뿌리를 찾아서!

회기주제 미해결정서 탐색

운영방법
소집단 

(10명 내외)
진행인원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운영시간 90분 진행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이름표, 차분한 음악

활동목표
1. 원가족과 현재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미해결정서를 탐색한다. 

2. 정서의 무의식적 전이와 투사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

내용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1. 과제【상황-정서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 나눔

2. 본 회기의 목적과 내용 소개
15분

전개

1.【가계도】작업 및 나눔

  ※ 정서가계도 : 원가족과 현재가족 가계도에 <관계선>과   

   <감정선>을 동시에 표기함

  ※ 정서단어 활용

  ※ 나눔 활동

2.【정서의 무의식적 전이와 투사】강의

3. 과제주기

  ※ 과제 : 【상황-정서 기록지】

65분

마무리 1. 참가소감 나누기 10분

유의점

1. 과제【상황-정서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를 나눌 때, 가급적 가족 내의 상황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프로그램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2. 가계도 작업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고, 조용한 음악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3. 강의시간이 자칫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5분 아내로 하고, 회기가 끝난 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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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기 : 바로 너였어!

회기주제
미해결정서 명료화 및 수용 

(미해결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 자각)

운영방법 소집단 (10명 내외) 진행인원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운영시간 90분 진행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이름표, 차분한 음악

활동목표

1. 미해결정서의 역기능적 활성화 상태를 자각하고 수용한다. 

2. 정서조절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3. 정서조절을 위한 가족발달, 청소년발달, 중년발달을 이해한다. 

활동

내용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1.【상황-정서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 나눔

2. 본 회기의 목적과 내용 소개
15분

전개

1.【정서-행동-결과 기록지】작업 및 나눔

  ※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 정서(미해결정서)가 

역기능적으로 활성화 되는 상황 구체화

2.【가족발달, 청소년발달, 중년발달】강의

3. 과제주기

  ※ 과제 :【정서-행동-결과 기록지】

65분

마무리 1. 참가소감 나누기 10분

유의점

1. 과제【상황-정서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를 나눌 때, 지난 회기에 탐색되었던 

상황이나 정서와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독려한다.  

2.【정서-행동-결과 기록지】를 적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시 상황을 중심으로 연습해도 좋다. 

3. 강의시간이 자칫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5분 아내로 하고, 회기가 끝난 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4.【정서-행동-결과 기록지】를 작성하는 동안 차분한 음악을 활용하여 탐색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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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기 : 정서에 휘둘리는 부모! 정서를 다스리는 부모!

회기주제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 만들기

운영방법 소집단 (10명 내외) 진행인원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운영시간 90분 진행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이름표, 차분한 음악

활동목표
1. 정서조절 실패/장애/방해요인을 탐색한다. 

2. 나만의 정서조절모형을 수립하여 실천해 본다. 

활동

내용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1.【정서-행동-결과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 나눔

2. 본 회기의 목적과 내용 소개
15분

전개

1.【정서조절 실패의 고리】작업 및 나눔

  ※ 정서조절 실패의 순환적 고리 자각

  ※ 정서조절 실패의 이유, 장애 및 방해요인 탐색

2.【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작업 및 나눔

  ※ 정서와 행동에 기여하는 인지의 역할 설명

3. 과제주기

  ※ 과제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실천하기

65분

마무리 1. 참가소감 나누기 10분

유의점

1. 정서조절 실패의 이유, 장애 및 방해요인은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관계적 요인), 

상황적 요인, 성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탐색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을 수립할 때, 1~2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하되, 아주 작은 

상황도 중요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촉진한다. 

3. 과제를 제시할 때,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을 수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 한 두번의 실패에 포기하지 않도록 

일러준다.  

4. 다음 회기를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결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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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기 : 내 정서는 나의 것!

회기주제 나만의 정서조절방략 평가, 프로그램 마무리

운영방법 소집단 (10명 내외) 진행인원
지도자 1명,

(보조지도자 1명)

운영시간 90분 진행방식 구조화 집단상담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이름표, 

수료증(또는 간단한 기념품), 사후검사지(해당되는 경우)

활동목표
1. 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에 대한 지속적 실천동기를 강화한다.

2.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다. 

활동

내용

단계 주요내용 시간

도입
1.【정서-행동-결과 기록지】를 중심으로 안부 나눔

2. 본 회기의 목적과 내용 소개
15분

전개

1.【나만의 정서조절 실천모형】실천에 대한 평가

  ※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추가해야 할 점 등

2. 프로그램 전체 회기 개관을 통한 복습 및 지속적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45분

마무리

1. 소감문 작성 및 나눔

  ※ 프로그램 통해 배운 점, 변화된 점 중심 

2. 수료증 (또는 간단한 기념품) 나눔 

30분

유의점

1.【나만의 정서조절 모델】을 실천해 본 후 평가할 때, 효과적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집단원들 간의 긍정적 피드백이 교류될 수 있도록 집단 분위기를 촉진한다.  

2. 소감문 작성 시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배운 점과 변화된 

점을 중심으로 하되, 그러한 변화가 내담자의 노력에 따른 것임을 강화해 준다. 

3. 사후검사가 필요한 경우 마무리활동이 끝난 후에 하되, 추가시간이 필요함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 사후검사는 10~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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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감정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 

2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3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4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5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6 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7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8 내가 느끼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9 내가 느끼는 감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럽다. 

1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내 감정을 알아
차린다. 

1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1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 된다. 

1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일을 끝마치기
가 어렵다. 

1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
다. 

1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결국에는 내가 
아주 우울하게 느낄 것이라고 믿는다. 

1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일들에 집
중하기가 어렵다. 

1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제하지 못한
다고 느낀다. 

[부록 2] 부모 정서조절곤란 척도

부모 정서조절곤란 척도

각 문항을 읽고 평소 나의 모습과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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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
은 끝마칠 수 있다. 

2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낀다. 

2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궁극적으로 기
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2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나약한 사
람처럼 느껴진다. 

2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2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집중하기 어렵
다. 

26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
하기가 어렵다. 

27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28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2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한다. 

30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고 믿는다. 

3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3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어렵다. 

3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이해한다. 

34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35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감정들에 의
해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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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 척도

각 문항을 읽고 평소 나의 모습과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3
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4 나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5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부리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7 나는 아이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9
나는 집에서 아이를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다. 

10
나는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2 나는 아이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13 나는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다. 

14
나는 아이에게 유익한 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15
나는 아이가 위험지역이나 외진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6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7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8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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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부모교육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부모교육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시간 구분 질문 내용

2분 인사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프로그램 내용 : 부모대상 정서조절프로그램 
▸ 개발배경:  청소년 자녀-부모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이 부모의 정서조절 어려움

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적으로 중년기의 발달적 과
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기 쉽다. 이에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자
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0
도입 
질문

1. 선생님의 성함과 소속, 부모교육 관련 경험 등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2. 부모대상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들었던 생

각이나 느낌들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30분
전환 
질문

1. 현장에서 부모교육(집단상담)을  직접 진행하신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부모교육(집
단상담)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진행 혹은 참여해 보았던 부모교육 또는 집단상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
그램이 있다면 내용과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 준 것
은 무엇인가요?

4.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5. 선생님들이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이론적 기반은 무엇인지요?

40분
주요 
질문

1.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대상, 활용도 등에서 어떤 효용적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꼭 포함되어야 할 용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서적 요소들이 있
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 부모교육 : PET, APT, STEP】 
▸PET : 의사소통 중심 
         (적극적경청, 나-전달법, 무승부기법)
▸APT : 적극적 부모역할, 자녀와의 효율적 대화법, 자녀의 자존감 길러주기, 자
녀의 행동수정

▸STEP : 자녀와 부모자신의 이해, 자녀의 자신감 길러주기, 반영적 경청, 자연적
&논리적 결과 활용, 부모의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

4.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하려고 할 때, 프로그램의 형식(시간, 
방법, 접근 등)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분
마무리 
질문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

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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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부모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부모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시간 구분 질문 내용

10
도입 

질문

1. 인터뷰 주제 소개

【소개내용】

▸ 프로그램 내용 : 부모대상 정서조절프로그램 

▸ 개발배경: 청소년 자녀-부모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이 부모의 정서조절 어려움

으로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적으로 중년기의 발달적 과

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기 쉽다. 이에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자

녀를 둔 부모의 정서조절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어머니에 대해 간략히 소개와 심층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20분
전환 

질문

1. 부모교육 또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아쉬웠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2. 자녀양육에서 어려웠던 점과 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분
주요

질문

1. 부모로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클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2. 부모로서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3. 평소 생활하는 중에 감정적으로 조절 및 통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4.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정서조절과 관련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5.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장소, 회기수, 소요시간, 요일 등에서 

어떤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10분
마무리

질문

1. 인터뷰 내용 마무리 (언급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

2. 부모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제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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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문항에 √ 표 해주시고, 기타의 경우 자세한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Ⅰ. 인적 사항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_① 남     _____② 여 

2.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① 20대  ____② 30대  ____③ 40대  ____④ 50대  ____⑤ 60대 이상 

3.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① 석사수료 ____② 석사졸업 ____③ 박사과정 ____④ 박사수료 ___⑤ 박사졸업 

4.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① 상담 ____② 심리학 ____③ 아동·가족학 ____④ 사회복지학 ____⑤ 청소년학

 ___⑥ 기타(                  ) 

5. 선생님의 상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① 1년 미만     _____② 1 ~ 5년     _____③ 5 ~ 10년 

 _____④ 10 ~ 15년   _____⑤ 15년 이상

6. 선생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험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① 100시간 미만   _____② 100 ~ 200시간  _____③ 200 ~ 300시간 

 _____④ 300 ~ 400시간  _____⑤ 400 ~ 500시간  _____⑥ 500시간 이상

7. (중복체크가능) 선생님께서 주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_____①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 _____② PET    _____③ APT

 _____④ STEP _____⑤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_____⑥ 기타 (                  )

8. 선생님께서 주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누구입니까?

 _____① 학령 전 자녀를 둔 부모  _____② 초등학생 부모  _____③ 중학생 부모 

 _____④ 고등학생 부모  _____⑤ 기타 (                                       )

9. (중복체크가능)부모교육 프로그램 혹은 강의 요청이 가장 많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_____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_____② 학교  _____③ WEE센터  _____④ 복지관   

[부록 6] 현장실무자 대상 요구조사 설문지

현장실무자 대상 요구조사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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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⑤ 건강가정지원센터   _____⑥ 경찰서·법원     _____⑦ 학부모지원센터  

_____⑧ 기업              _____⑨ 기타(                                       )

Ⅱ. 부모교육 관련 설문 

 

♥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떠올리시고, 다음의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 형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① 집단상담 프로그램 ____② 단회성 강의 ____③ 기타 (                )

2.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1회기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_① 60분 ____② 90분 ____③ 120분 ___④ 150분 ___⑤ 180분  ___⑥ 기타(  )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회기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____① 1회기  ____② 2-3회기  ____③ 4-5회기  ____④ 6회기  ___⑤ 7회기 이상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단회성 강의 시간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① 60분 ____② 90분 ____③ 120분 ____④ 150분 ___⑤ 180분  ___⑥ 기타(   ) 

  5.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_____① 주기적 교육(예시 : 6주간 주1회 2시간씩 진행)  

  _____② 집중 교육(예시 : 1주간 3회 4시간씩 진행) 

  _____③ 기타 (                 )

  6.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을 보기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보기 】 
 ① 대상모집      ② 대상참여자의 개인적 요구가 다름        ③ 교구재 부족   
 ④ 프로그램 내용의 부족             ⑤ 자녀의 연령대가 다름에 따른 어려움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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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program for 

parents of adolescent childr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program that helps improve emotion regulation 

skills of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We followed 4 steps of Kim Changdae's model 

(2011): planning (goal-setting → literature review → requirement analysis),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 → content development), practice and assessment (preliminary study 

→ assessment & adjustment/revision → completion of development).

At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stages,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programs on 

emotion regulation of parents who have adolescent children to find out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our program. Based on this literature review, we conducted focus-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in parent training to receive help for program development, as 

well as with the actual targets—parents of adolescents. The main focus of the interviews 

was content of the program and factors that require special attention. Also we surveyed 

adolescents' parents and counselors working with adolescents regarding potential format 

and content of the program. Then we established principles and main content of the 

progra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quirement analysis, and made detailed content and 

worksheets through meetings of our research team. Finally, we produced a draft version of 

the program with expert's consultation.

Based on these steps, the goal, format, and content of the program we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his program is to improve emotion regulation skills and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of adolescents. Second, the program consists of 5 sessions of 

90 minute group counseling, and the participants include a leader (selectively an assistant 

leader when necessary) and approximately 10 parents who have adolescent children. Third, 

the program mainly deals with self-exploration of the parents, exploration of unresolved 

emotions, clarification and acceptance of unresolved emotions, and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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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ow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valuation. 

At the practice and assessment stages, we ran a pilot program as a preliminary study 

with 17 parents who wanted to participate based on the draft of the program.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the preliminary study, we first secured statistical 

homogeneity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on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then compared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pre-session scores and 

post-session scores of each group through a paired samples t-test. In addition, we 

analyzed assessment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participants and the research team who 

ran the program in order to reflect them in further revision and adjustment of the 

program.

After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the preliminary study,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is program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lowering the total score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s well as scores on sub-scales of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and lack of emotional clar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ub-scales of lack 

of emotional awareness,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Second, no significant change was found after the 

program in the total score of parenting efficacy and sub-scales. Third, an analysis of 

satisfaction level of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 scores were high for overall 

satisfaction, satisfaction in the content of the program, format of the program, goal 

fulfillment, and content of each session.

Lastly, after revising the program based on the pilot result, feedback of the participants, 

and assessment within the research team, we came up with the final version of the 

program with the consultation of two academic experts in the field of adolescent 

counseling. We assess that this program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ing 

emotion regulation skills of parents who have adolescent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