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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어머니는 개인적인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성과 아내로서
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고, 적절한 부모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
듯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 개인 뿐 아니라 왜곡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아동에까지 심각한 부
적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와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어머
니들이 갖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곤란을 돕고, 여성과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여성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개발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폭력가정 내에 있는 자녀들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학대가정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적 개입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어머니가 겪
는 실질적 어려움의 하나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를 위한 효율적인 부모역할훈련의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가정폭력, 양육태도, 부모교육, 가족환경요인, APT/PET/STEP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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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동

서 론

시에 여성과 아내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
해 혼란을 겪게 되고, 적절한 부모역할을

연구의 필요성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내폭력
아내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을 사회문제

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

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

니라 학대의 원인과 형태가 어떠하든 가해

문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류 역

자나 피해자, 또 그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상 가정폭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왔으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할 수

가정폭력은 가족체계 내에서 학대당하는

있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이다. 다만 그동안

아내가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우리사회에서 아내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는 간접적으

한 문제이며,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공공연하게 묵인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

어 왔을 뿐이다.

는 여성 개인 뿐 아니라 왜곡된 부모-자녀

아내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 아동에까지 심각한 부적응적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에서 아내

보고되고 있는데(서울여성의 전화, 2000: 7),

폭력 피해자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와 양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심리적, 사

육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회적 적응, 정서적ㆍ행동면에서 심각한 어

연구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방안으로 가정폭력 가

려움을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부터

정에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박

구타당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거나, 어머

경진, 2004; 이신옥, 2002; 최순화, 2002)가

니와 함께 직접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는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대상에게 부모교육

폭력의 학습은 물론 정서적 부적응과 낮은

을 실시한 연구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적응을 보이는 등 성격과 정신건강

결론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

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의 태도는 가정폭력의 경험을 한 자녀의 발

고 있다(정인숙, 2003; 최순화, 2002; 이신옥,

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2002; 김영선, 2000; 송남두, 2000; 김광일,

부모의 역할수행이 자녀에게 지금보다 바람

1998; 심응철, 1992; Green, 1985). 또한 가정

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

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아동은 후에 폭력을

도변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행사한다는 폭력의 세대 간 전수현상에 대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

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역할훈련을 실시하여 양육태도의 변화를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어머니는 개인적인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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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 wife battering), 여성학대(women abuse),

연구의 목적

여성폭력(women assault)의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부모교육의 중

남편의 아내에 대한 학대를 정의함에 있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

어서도 연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구타(wife battering),

함으로써 그 어머니가 자녀를 지지해주고

아내폭력(wife assault), 부부폭력(conjugal -vio

새로운 양육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양육태도

lence), 배우자학대(spouse abuse), 가정폭력등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부

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태도에 대한

여성을 가정폭력피해어머니로 정의하고 다

개념과 양육태도의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아

른 유사개념들과 한 맥락으로 보았으며, 이

내폭력 피해자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이해

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

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프로

이다.

그램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점이 있다.
가정폭력과 양육태도

이론적 고찰

대부분의 가정폭력피해어머니들은 신체
적, 정서적 장애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위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기를 함께 겪게 된다. 이는 결국 가족체계
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나타내는

인 양육행동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

용어들은 가정폭력,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러므로 아내폭력이 아동의 성장을 중요하게

아내구타, 아내폭력, 남성폭력 등으로 설명

결정짓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에 주요한

된다. 이렇듯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나게 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었는데 이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부부

Holden과 Ritchie(1991)는 각각 37명의 아내

간의 폭력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

학대 피해여성과 학대를 받지 않은 여성을

다.

비교하여 아내학대와 양육행동, 아동의 문

학자에 따라서는 배우자 학대(spouse abuse),

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가정폭력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결혼폭력(marriage

피해어머니가 학대를 받지 않은 여성에 비

violenc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폭

해 매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아

력의 원인을 성적불평등으로 보고 아내학대

동의 부적응적 행동에 지나친 과민성을 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였고, 비일관된 양육행동을 나타냈다고 하

아내학대(battered women), 아내구타(wife bea

였다. 특히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경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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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아동의 양육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과 보호에 덜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분류하는 이론적 가정에 대해 Kinstler(1961),

지적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어머니와

Mussen(1969),

자녀의 관계의 질에 매우 부적절한 영향을

Watson(1957), Hurley(1965)는 동의를 하고 있

미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아내학

다(오세덕, 1995).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대의 결과로 피해여성들은 학대가 없는 여

의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양육태도의 일반

성에 비해 매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

적인 유형으로 지지되고 있다.

Becker(1964),

Medinus(1967),

하며, 보다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하였다(Niesman & Cindy, 199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정폭

Brim(1965)은 부모교육을 부모가 역할수행

력피해여성이 학대를 겪지 않는 여성에 비

을 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

해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부모역할에 있어

적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Cataldo(1987)는 부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모교육을 아동양육의 일환이며 아동의 성장

타났다. 아내폭력의 우선적인 피해자는 여

발달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성 자신임은 사실이나, 학대의 피해는 개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유

에 머물지 않고 가족성원 전체 특히 자녀에

형은 Gordon(1975)의 PET와 Mckay(1973)의

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EPT와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언어적, 비언어적

Popkin(홍경자, 1995)의 APT가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을 나타내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효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적인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태도를 규명하려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

부모효율성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해 왔다. 양육태도의 유형이 학자들마다 조

PET)은 Thomas Gordon(1975)이 개발한 좋은

금씩 차이가 있으나 표현의 차이일뿐 근본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 즉 부모로서의 역

적으로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

미한다. PET는 Rogers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람은 Symonds(1949)인데 그는 부모의 양육태

인본주의적 가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도를 과보호적, 우세적, 거부적, 복종적으로

의 명확한 제시, 상호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분류하였다.

유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김인

30여년 동안의 기록에 의거 어머니의 양

자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본격적으로 PET

육행동을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은 한국심리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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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1989년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직접

은 문화관광부 산하 상담전문기관인 한국청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들을 관리하는 시

소년상담원에서 1993년부터 개발된 부모교

스템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확산 보급되고

육 프로그램이다.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EPT 프로
그램은 최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Parenting: 효율적 부모 역할을 위한 체계

국가차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적 훈련)프로그램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

Alfed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의를 갖는다.

두고 Dreikurs의 민주적인 자녀양육기법과
A·P·T(Active Parenting Today: 적극적 부

Gordon의 PET이론을 절충하여 평등성이론을
배경으로 Dinkmeyer와 Mckay에 의해 1976년

모 역할 훈련)프로그램

에 효율적 부모 역할을 위한 체계적 훈련이

Popkin(1983)에 의해 개발되고 우리나라에

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Dinkmeyer &

는 1995년 한국심리교육센터에 의해 소개된

Mckay, 1976).

APT(Active Parenting Today, Active Parenting

사회심리학에 기초를 둔 STEP은 부모-자

of Teens)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Drei

녀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

kurs의 심리적 욕구와 행동의 목적에 관한

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 방법

이론,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과 가족구도,

을 제시하고 있다. STEP은 1주에 1장씩 실

Rogers와 Carhuff의 의사소통 기법, Gordon의

시하여 9주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모효율성 이론 그리고 Ellis의 합리적 정서

북미에서는 유아 교육기관, 병원 중심의 후

적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원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Hjelle & Ziegler,

APT 교육방법 중 가장 큰 장점은 비디오

1983).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를 활용한 교육을 들수 있는데 시대에 맞는

기관이나 강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집중할

재를 읽어가며 개인이 학습하도록 되어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도 증대된다.

다. 1985년 우리나라에 STEP 프로그램이 소
APT의 특성.

개되었지만 프로그램을 교육, 보급하는 기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

관이 없기 때문에 소개된 기간에 비하여 많

로그램은 Adler와 Dreikurs, 그리고 Ellis의 이

이 보급되지 못하였다(안희정, 2004).

론과 Rogers와 carkhuff와 Gorden의 의사소통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서 Dreikurs,

E·P·T(Empowering Parent Training: 자녀
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

Adler 그리고 Ellis의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EPT(Empowering parent Training)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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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ikurs의 심리적 욕구 내지 행동의 목적
에 관한 이론:

중요한 것은 가족구도 내에서 그가 차지하

Dreikurs(홍경자 역, 1995:

는 위치이다. 존재의 중요성을 추구하는 것

1996)에 의하면, 아동기에 나타나는 인간 행

과 그에 따른 형제자매간의 경쟁은 우리가

동의 목적을 접촉, 힘, 보호, 물러서기로 구

살고 있는 경쟁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

분하며, 청소년의 행동을 지배하는 다섯가

Adler학파에게 있어 “부적응적인” 아동이란

지 목적은 접촉, 힘, 보호, 물러서기(혼자있

병든 아동이 아니다. 그는 “낙담한” 아동인

기) 그리고 도전으로 구분한다.

것이다(김정희․이장호; 역, 1992; 재인용).

APT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자녀

Adler의 이론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중 [자녀

의 그룻된 행동을 보고 자녀의 욕구를 긍정

를 이해하기]의 가족구도표와 연결되어진

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적극적 부모역할을

다.

행하는 도움을 준다(홍경자․오세덕, 1996).

Adler는 열등감을 ‘개인이 어떤 사태에 잘

Dreikurs는 Adler의 아동행동 이론들을 실

적응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비하여 그것을

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설명하였고, 적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언행으로 표현하는 하

절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처벌보다는 자

나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연적, 논리적 결과의 사용을 고무하였다. 이

가족구도란 가족의 성격유형, 정서적 거

중 논리적 결과는 Dreikurs가 자녀를 지도하

리, 나이차이, 출생 순위, 상호 지배 및 복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소개한 논리적 유

종 관계, 가족의 크기 등을 의미한다. Adler

추를 기초로 한다. 논리적 유추는 논리적으

는 네 가지 출생 순위, 즉 첫째, 둘째, 막내

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혀서 습관화되도록

그리고 독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설

지도하는 것이다.

영환 역, 1988). 이러한 점에서 Adler의 가족

논리적 결과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자녀

구도는 APT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에서 자

를 지도하여 책임감 있는 아이로 만들고자

녀와 부모에 대한 목표설정의 이론적 기반

할 때 부모가 화를 내고 처벌하거나 또는

이 된다.

보상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자녀
와 힘겨루기의 악순환에 말려들지 않고 훈

Ellis: REBT의 A-B-C관계와 생각하기-느끼

육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아이가

기-행동하기 회로:

Ellis에 따르면 정서장애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을 때 아이가 취한 행

는 생활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왜

동의 결과로서 어떤 이득이 없어지거나 어

곡된 지각 때문에 유발된다. 왜곡된 지각

떤 손해가 오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및 잘못된 생각의 바탕에는 불합리하고 자
기패배적인 관념들이 깔려 있다. 이러한 불

Adler의 가족구도, 양육태도:

Adler(1939)

합리한 생각을 노출시키고, 그것이 어떻게

에 의하면 가족구도가 성장기 아동의 일차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인식시키고, 보다 합

적인 사회적 환경을 다룬다. 아동에게 가장

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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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REBT의 목적이다(이장호, 2001).

제5장은 협동심을 구하기이다. 협동심을

REBT(합리적-정서적 치료)에서는 매우 부

기르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법으로서 의사소

담이 되는 정서적 결과(C)가 중요한 선행사

통의 걸림들을 피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건(A)을 뒤따라 일어날 때, 흔히 A가 C를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제6장은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부모이다.

않다는 입장을 취한다. 대신에 정서적 결과

가족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근거가

는 주로 B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다(김정

제시되어 있고, 가족회의, 가족대화의 집단

희·이장호 역, 1992; 홍경자 역, 1984; 홍경

에서 문제를 다루는 요령 등이 소개되어 있

자· 김선남, 1995; 홍경자․유정수 역 ,1996).

다.

본 프로그램에서 생각하기-느끼기-행동하기
회로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APT 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가정폭력피해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

Popkin의 APT(홍경자 역,

1995)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피해어머니는 신체적 학대뿐 아
니라 언어적ㆍ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

제1장에서는 적극적부모란 무엇인가? 부

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이미

모유형의 이해, 즉, 전제형, 방임형, 민주형

발생하였거나 구타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의 세 가지 유형과 선택권의 방법으로 구성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된다.

신체적인 학대와 함께 언어적ㆍ정서적 폭력

제2장에서는 용기와 자기존중감을 불어넣

을 경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학

기로서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는

대는 아내에게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장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공회로,실패회로에

를 가져오며 성격변화, 사회생활의 적응에

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대한 방법의 제시이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제3장에서는 자녀의 이해하기이다. 아동

관한 연구를 보면, 가정폭력이 구타당하는

의 행동이해, 청소년의 행동이해의 방법으

아내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아동의 행동목적 이해하기, 청소년 행동

로 나타났으며(심혜숙ㆍ손연주, 1997), 가정

의 다섯가지 목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접

폭력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

근이 설명되어 있다.

석한 결과 여성들이 나타낸 정신과적 증상

제4장은 책임감을 발전시키기이다. 그러

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구타사건의 공포

기 위한 효과적인 훈육방법에 대한 제시로

에 대한 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과민과

서,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논리적 결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 증상으로

를 사용하는 요령이 제시되어 있다.

90%정도가 나타났으며, 그 다음 우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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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56%, 자살기도 경력

녀교육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바, 부모가 갖

이 56%였다. 이처럼 아내폭력피해자에게 미

는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치는 정신건강 중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

지나치지 않는다.

으로 나타났다(홍창희, 1998).

자녀들이 부적응 행동을 하는데는 반드시

가정폭력피해어머니들은 심리적. 정신적

그럴만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들

인 피해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면에서 가정

중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한 요인이 된다

폭력 피해자들은 분노, 혼란, 망상, 두려움,

(강승후, 1991)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양육태

비관 등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정서적인

도 중 거부적, 모순 불일치적인 태도가 자

면에서 학대 경험이 없는 아내들에 비해서

녀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

우울과 불안, 무기력,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이 주는 것(김영숙, 1988)으로 나타났다. 그

손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적의적

학대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태도일 때 정서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왜곡되면서 발생한 것이며, 학대당하는 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 평가-부정적

내는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평가 태도에서 허위성과 유의한 차이(강영

우선시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

숙, 1990)를 보였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

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감정까지 희생한다

통 유형이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이

(손연주, 1997). 또한 행동적인 측면에서 살

있다(정희만, 1991)고 하였다. 즉 부모와 자

펴보면, 대처능력(coping ability)이 유의미하

녀사이의 대화방식이나 양육태도가 자녀의

게 감소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어 결국은 부모

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며, 만성적인 소진

의 바람직한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긍

(burn-out)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또한 친밀

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알 수

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기피하

있다.

게 되고, 사회적인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되
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족환경요인을 들고

가정폭력피해어머니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있는데(정인숙, 2003),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결혼생활 상의

또한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 부모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혼만족도가 낮고 어머니

거부적인 태도와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아동

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의 심리, 사회적 적응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겪게 된다(Rosenbaum & O'Leary, 1981)고 할

끼친다(Conger, McCarty Yang, Lahey & Kr

수 있다.

opp,1984)고 하였다.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
더라도 아동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지지를 받

자녀의 성격형성은 부모의 양육태도, 자

는다고 인식하는 연구(김기환, 1995: 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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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 있었는데. 가정폭력 경험 아동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적대적이었다고

한쪽 부모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폭력을 경

한다(장기순, 1994).

험한 아동의 적응문제를 완화한다(Rutter,

Gorden(1969)은 비정상집단의 아동은 부모

1997)고 하였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를 거부적이라고 지각했고, 범죄 아동집단

가장 큰 영향력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자

은 부모가 과잉 지배적이고 지각하여 자녀

녀는 자신을 양육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

의 건전한 성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제시했다.

정서발달의 첫 단계인 아동의 신뢰감은

반대로 수용적인 양육방법은 어린이들의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협동성과 사회성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데

이것은 자아감과 자신감을 갖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Watson, 1961)고 보고하고 있고,

영향을 미친다(Erikson,1960)고 하였다. 또한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사교적이고, 독

아동 개개인의 인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립적이며 자발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며

에 반해 엄격한 양육방법은 자녀들에게 적

아동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느

개심을 더 많이 야기시키고 비협동적이며

냐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결과(김영숙, 19

사회성에 있어서도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88; Sears, 1960)는)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숙, 1988)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모가 충분히 애정을 갖고 대해주고, 일

거부적인 태도가 범죄행동에 중요하게 작용

관성이 있는 양육태도를 보였을 때는 학교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Jenkins(1933)

생활이나 교유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대인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

관계를 맺었고, 자녀를 지배하려하고 권위

적인 태도는 어린이로 하여금 반사회적이고

적이고 간섭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

비사회적이며 범죄행동과 범죄적인 성격을

들은 문제학생이 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낳게 할 가능성이 높다(장기순, 1994)고 하

동기를 제공한다(나철, 1978)고 했다. 그리고

였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인 태도 밑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늘 자녀의 입장을

자란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고려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거부적, 통

성취동기가 낮다(최경숙, 1982)고 보고하고

제적 익애적인 태도가 아닌 중용을 택하여

있다. 따라서 자녀를 긍정적으로 성장시키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들은 정서

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큰 영향을 미

적으로 안정이 되어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

친다고 볼 수 있다.

원만하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한 개인이 될

Bandura와 Walters(1959)는 같은 사회계층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에 속하는 범죄자아 비범죄자에 대한 연구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불일치는 자녀들로

에서 범죄자의 부모들은 비범죄자의 부모보

하여금 자신이 행할 행동에 대해 정확한 인

다도 훨씬 거부적이었고 애정이 적었으며,

식을 하지 못해서 좋은 성격발달에 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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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Perkins,1974)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

결과를 얻었다.

도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수있다.

첫째, 부모의 애정-적대적 태도에 대해 애
정으로 지각한 집단이 적대적으로 지각한

양육방법에 있어서 비폭력적인 애정철회

집단에 비해 자아수용의 정도가 높았다.

(love with-drawal)나 설득(induction)은 자녀들

둘째, 부모의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 대

에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에 비해서 완력

해서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한 집단이 통제

을 사용하는 것은 부모의 분노를 감소시키

적인 것으로 지각한 집단에 비해 자아수용

는 것에 불과하며, 자녀들 자신에게는 효과

의 정도가 높았다.

가 별로 지속되지 못한다(Hoffman,1967)고
하였다.

셋째, 자녀의 자아수용의 정도는 중ㆍ고
등학교 남학생은 초등학교 남학생에 비해

자녀의 원만한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건전한 인간

자아수용의 정도가 높았고, 여학생은 초등
학교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관계이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곧 자녀에게

이상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반영되어 자녀의 인격형성에 영향이 크다

발달과 성취동기 및 정체감형성에 영향을

(신용일, 1982)고 하였다. 가령, 부모에게 배

줄 뿐 아니라, 사회성이나 부적응 행동과도

반당하는 자녀는 감정과 소속의 욕구가 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되어 심한 욕구불만에 빠지게 된다. 그
적극적부모역할훈련 APT 효과에 관한

결과 거절증, 불성실 등의 습성이나 인성이

선행연구

형성되기 쉽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는 자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PT에 관한 연구

자아개념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는 서미경(2002), 이복순(2004), 김성화(2002)

주며,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부모 밑에서 자

의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임미숙

란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1998), 최옥(2002)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더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적응을 잘하고 있

안유자(1999)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

다(임선화,1987)고 하였다.

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경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아직도 너무

(2004)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변화가 자녀의

지배적이며 보호적이고, 복종적 관계라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볼 수 있다. 그중 엄격한 관계가 69%, 불안

이 진행되었으며, 박정자(1998)는 어머니-자

한 관계가 67%, 익애적 관계가 66%에 이른

녀간의 자아 존중감 증진에 대한 연구가 진

다는 결과(안태문, 1983)가 나왔는데, 부모의

행되었다.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그에 대한

APT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자아수용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알아

임미숙(1998)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부모역

보는 연구(박지홍, 1984)에서 아래와 같은

할 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변화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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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에 의미있게 변화되었으며, 어머니의

Gorden(1970)의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으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도 의미있는 상관

로 실시된 선행연구들 가운데서 양육태도의

이 있다고 하였으며, 최 옥(2002)의 연구에

변화를 보여준 연구를 살펴보면 Peterson

서는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은 자녀를 양육

(1971)의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을 받은 후 부

하는데 있어서 애정적ㆍ수용적ㆍ자율적 태

모의 양육태도가 향상되었으며, 그 자녀들

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즉 적극

도 부모와의 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

적 부모역할 훈련 중 자기존중감 향상 훈련

상되었다.

을 통해 부모의 애정적 태도를 증가시킬 수

또한 안유자(1999)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

있으며, 책임감ㆍ협동심 향상 훈련을 통해

련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부모의 자율적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영향을 연구를 살펴보면 APT교육은 부모의

는 결과를 얻었다.

양육태도를 의미있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아버지 집단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의 부모-

면, 서미경(2002)의 연구에서는 APT 훈련은

자녀 의사소통을 의미있게 증진시켰음을 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

수 있다.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민경란(2004)의 어머니의 양육태도변화가

APT훈련은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화시키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연구한 결과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을 받은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성

실험집단의 양육태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

화(2002)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부모역할 훈

으며 부모 자녀의 자기 조절 효능감 수준이

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적극적 부모역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적극적

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신념과 자녀행동이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녀양

해면에서 수용적이며 민주적으로 변화된 것

육방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을 알

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

수 있다.

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러 부모교육이 민주적 태도, 아동에

홍경자(1996, 1998)는 APT 프로그램이 한

대한 행동, 아동의 자존심과 부모의 태도와

국 문화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주

의 관계 등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사전, 사

장하며 어머니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후 검사를 통해 평가한 연구(Hinkle et al,

고 하였으며, APT.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1980)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교육에 참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

석한 74명의 부모와 참석하지 않은 50명의

타났으며, 어머니들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

부모들이다. 연구결과 교육에 참석한 부모

소통, 가족 응집력, 부모의 자아존중감 증진

들은 민주적인 태도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처음 4주 동안에 많은 향상을 보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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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석하지 않은 부모들은 변화되지 않았

크다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으로

다. 5주후에 기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참

폭력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이

석한 부모들의 아동의 행동이 변화되는지

나 부모교육 훈련 같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8주 동안 자존감이

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

의미있게 향상되었다.

다. 이신옥(2002)은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교육을 받은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

부모가 부모-자녀의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

폭력경험 청소년에 대한 사회사업 서비스로

려는 태도와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아동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올바른 자

잘못된 행동을 덜 제안하고 아동뿐 아니라

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만족한 생활태도를 갖

고 하였다.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재연, 김경희;
1993; 재인용).

APT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영역별로 나누면 표 1과 같다.

박경진(2004)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이외에도 부모역할 훈련에 관한 연구가

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Denise(1982), Gorden(1981), Goetaski(1983), 이

실천 방안으로 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영분(1990), 김인자(1992)등에 의해 이루어졌

의 활성화로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는데, 이들 모두 민주적인 부모의 양육모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역할훈련을

최순화(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자녀

지지하고 있다.

들의 심리ㆍ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모

<표 1>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효과에 따른 영역별 연구
영역

세부영역

관련 연구
공병진(1992), 김재연(1992), 노은경(1998), 류지후(1997), 박재희(1997), 안

양육태도

유자(2000), 양영숙(2000), 이성진ㆍ이기우(1991), 이영숙(1999), 임미숙
(1998), 장기순(1994), 한길연(2002)

양육지식ㆍ기술
APT
부모역할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권춘기(1993) 이성진ㆍ이기우(1991)
박재희(1997), 박정자(1998), 안유자(2000), 연미희(1994), 이숙영 외(2002),
이영분(1983)
김재연(1992), 김혜순(1997), 박정자(1998), 송용호(2000), 양경화(1999), 양

자아개념

영숙(2000), 이성진ㆍ이기우(1991), 이숙영 외(2002), 임미숙(1998), 차경
숙(1997)

생활만족도
자녀이해

김혜순(1997), 서병숙(1989), 양경화(1999), 연미희(1994), 이숙영 외(2002),
이영숙(1999)
류지후(1997), 박재희(1997), 박정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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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은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는

화시켜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의이다.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APT 프로그램의 이
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

연구 방법 및 절차

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을 살펴보면 일
반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 외에
아내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

연구대상

시한 적은 없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바
와 같이 아내폭력 피해여성의 양육태도에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 Y시에 소재한 ○

관한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내폭

○가족상담소에 가정폭력문제로 상담을 의

력 피해여성이 학대를 겪지 않는 여성에 비

뢰한 어머니중 자녀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해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부모역할에 있어

어머니로 프로그램실시전 3개월이내에 상담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을 의뢰하였으며 상담횟수는 3회~5회를 받

타났다. 아내폭력의 우선적인 피해자는 여

은 여성으로 하였다. 실험집단이 본 프로그

성 자신임은 사실이나, 학대의 피해는 개인

램에 참여하는 동안 통제집단은 지속적인

에 머물지 않고 가족성원 전체 특히 자녀에

상담을 받는 것 이외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따라서 아내폭력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손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한 집단

상 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를 왜곡시키고,

간 비교방법에서 완전히 무작위로 양집단을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

설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

따라서 아내폭력 피해자의 양육스트레스 및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양육태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은 아동학대

도변화와 관련된 실험집단에 속한 클라이언

에 대한 예방적 측면과 가정폭력 가해자 및

트에 관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그 자료를

피해자로서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더욱 절실

검토해 봄으로써 과연 집단별 또는 개인별

하다.

양육태도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는지 관한

아내폭력피해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별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서의

계량자 조사에 대해서 사례분석이라는 질적

자녀에게는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을 부여

자료를 대비시켜 계량적 분석결과의 타당성

하는 양육방식이 필요하다.

을 다시 검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실험집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내폭력 피해
자를 대상으로 적극적부모역할 APT프로그

단은 프로그램 실시한지 6개월 후 추후검사
를 실시하였다.

램을 실시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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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평균연령은 실험집단 39.2세, 통제집

연구절차

단 38.9세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을 연수로
나타내어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이 13.4년,

개입도구(본 프로그램)

통제집단이 12.7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

본 연구의 개입도구로 사용한 적극적부모

입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이 204만 5천원

역할 훈련의 프로그램 진행은 2005년 8월6

이며, 통제집단이 2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터 2005년 9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

결혼연수는 실험집단이 14.1년, 통제집단이

후6시에서 9시까지 6주간 18시간을 실시하

14.4년이며, 자녀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였으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모두 2.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내폭
력피해로 인한 상담을 의뢰한 횟수를 살펴

측정도구

보면 실험집단이 3.5회, 통제집단이 3.9회로
양육태도검사

나타났다.

본 연구의 척도는 한종혜(1980)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기초로 양문현(1983)이 전

연구문제 및 연구설계

문가의 의견과 지도, 연구논문, 문헌에 의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충분히 변별된 문항을 12문항 추가로 제작
하여 36문항으로 작성한 것이며, 오세덕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1995)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
이다.

서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1점에 가까울수록

연구문제 1-1.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권위, 통제, 적대, 거부적이며, 5점에 가까울

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

수록 민주, 자율, 애정,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해서 민주·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 것이다.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태도검사는

연구문제 1-2.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

전체적으로 Cronbach's α =.80으로 나타났으

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

며, 하위요인별로는 민주․자율이 Cronbach's

해서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일 것이다.

α =.72, 애정․수용이 Cronbach's α =.7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양육태도

본 연구의 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디

및 하위요인에 대한 각각의 Cronbach's α값은

자인(Pretest-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으로

.70 이상이므로 이들 항목들이 각 요인에

서, 연구대상자들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관하여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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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PT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제목

구성내용

교육목표

가족화목
활동

* 부모역할:가장 중요한 직업

1

제1장:

회

적극적

기

부모란?

1. 부모역할의 목적

1. 강사소개 및 성원들 소개한다.

2. 평등한 사회

2.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와 각 유형별

3. 평등과 개성

부모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재미있는

4. 평등 사회안에서의 권위의 역할

3. 부모역할에 있어 선택의 사용법을

5. 보상과 처벌의 오류

시간갖기

이해시킨다.

6. 어떠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4. 집단의 응집성을 발달시킨다.

7. 선택의 방법
1.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간의 관계를
1. 용기-가슴으로부터 오는 것

이해한다.

제2장:

2. 자기 존중감, 머리로부터 오는 것

2

용기와

3. 생각하기, 느끼기, 행동하기 회로

회

자기

기

존중감을

5.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불어넣기

6. 기를 꺽지 말라

2. 자기 존중감, 용기와 긍정적-부정적
행동간의 관계를 이해한다.
3.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낙심시키는

4. 실패회로, 성공회로

네 가지 방식을 구분한다.

격려의
편지

4. 부모들이 자녀들을 격려하는 네 가지

7. 기를 꺾지 말고 그 대신에 격려하자.

방식을 구분한다.
5. 격려의 기술을 쌓는 실습을 한다.

1. 아동의 발달 과정

1. 자녀의 행동의 네 가지 목적가 기가

2. 성격의 ‘형성 요인’의 탐구

꺾인 접근 방식을 인식한다.

3. 가족 구도표
3

제3장:

회

자녀를

기

이해하기

2.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4. 행동을 이해하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다.

5. 자녀에게 길러주어야 할 네 가지
행동 목적

부정적 접근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냄으

9. 자녀가 분노를 처리하도록 돕는 방식

로써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분석한다.
1. 책임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책임감,
선택의 역할과 결과의 용어를 정의한다.

2. 문제를 다루는 모형
책임감을

가르치기

4. 모든 부모는 자녀의 동기나 목적과

1. 자유와 그 한계

회

쪽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8. 부모역할과 분노

*책임감

제4장:

기술을

알아본다.

6. 자녀의 목적을 알아내는 방법
7. 부모, 자녀간의 회로

4

3. 때때로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부모

2.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3.누가 문제를 소유하는가?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4. 효율적인 자녀지도

기 발전시키기 5. 정중한 요청
6.‘나-전달법’과 변형

3. ‘나’-전다법의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나’

4.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전달법

적용할 수 있다.

7. 논리적 결과를 사용하는 요령

5. 자녀를 다룰 때 상호존경의 중요성을

8.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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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PT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계속)
회기

제목

구성내용

교육목표

* 의사소통: 협동심에로의 지름길
제5장:

회

협동심을

3. 혼합메시지의 전달

기

구하기

4. 적극적인 의사소통

2. 자녀의 문제일 경우 문제 다루는 법을

2. 의사소통의 걸림돌 피하기

이해한다.
집단원이 민감하도록 한다.

* 민주주의의 원칙

는 말

1.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1. 언론의 자유

긍정적인 변화들을 요약한다.

2. 가족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기 적극적 부모

‘사랑한다’

4. 적극적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킨다.

6.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실천

회 사회에서의

취침 전
습관과

3.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피하는 일에

5.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6 제6장: 민주

활동

1. 협동심을 정의한다.

1. 문제를 다루는 모형
5

가족화목

2. 담배, 술, 기타 약물복용을 예방하기

네 가지 근거

위한 가족대화의 시간을 가져본다.

3. 가족대화

3. 적극적 문제해결의 5단계를 사용하여

4.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가져 본다.

5. 집단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4. 가족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이해한다.

6. 가족회의

5. 참가자들이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에서

7. 지도자 역할

얻은 경험을 계속 증대시켜 갈 수 있는

8. 유능한 사회자가 되는 방법

방안을 강구한다.

자료분석 방법

가족
단위의
강조

연구결과 및 분석

자료통계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아내폭력피해자의 양육태도
변화검사에서 통제집단, 실험집단 두 집단

표 3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

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으로는 ‘40대’가 15

통계인 Mann-Whitney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

명(75.0%)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력으로

았다.

는 ‘초대졸이상’이 9명(45.0%), ‘고졸’ 8명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두 집단 간에 사

(40.0%), ‘중졸’ 3명(15.0%)으로 나타났고, 월

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하여 양육태도변화

평균수입으로는 ‘100~150만원 이하’가 7명

와 하위요인인 민주ㆍ자율, 애정ㆍ수용의

(3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0만

요인에 대한 향상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 초과’ 6명(30.0%), ‘100만원 이하’의 집단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 Rank(윌콕슨

도 1명(5.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부호순위 검정)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으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자가 8명(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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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집단

전체

통제집단

실험집단

30대

2(20.0)

3(30.0)

5(25.0)

40대

8(80.0)

7(70.0)

15(75.0)

중졸

3(30.0)

0(00.0)

3(15.0)

고졸

3(30.0)

5(60.0)

10(50.0)

초대졸이상

4(40.0)

5(40.0)

8(40.0)

100만원 이하

0(00.0)

1(10.0)

1(5.0)

100~150만원이하

4(40.0)

3(30.0)

7(35.0)

150~200만원이하

2(20.0)

1(10.0)

3(15.0)

200~250만원이하

2(20.0)

1(10.0)

3(15.0)

250만원 초과

2(20.0)

4(40.0)

6(30.0)

전업주부

4(40.0)

3(30.0)

7(35.0)

생산근로직

1(10.0)

1(10.0)

2(10.0)

서비스업

4(40.0)

4(40.0)

8(40.0)

사무직

0(00.0)

1(10.0)

1(5.0)

전문직

1(10.0)

1(10.0)

2(10.0)

10년 이하

4(40.0)

3(30.0)

7(35.0)

11~15년 이하

1(10.0)

3(30.0)

4(20.0)

16~20년 이하

3(30.0)

2(20.0)

5(25.0)

21년 이상

2(20.0)

2(20.0)

4(20.0)

1명

0(00.0)

1(10.0)

1(5.0)

2명

9(90.0)

7(70.0)

16(80.0)

3명

1(10.0)

2(20.0)

3(15.0)

3회

4(40.0)

5(50.0)

9(45.5)

4회

3(30.0)

3(30.0)

6(30.0)

5회

3(30.0)

2(20.0)

5(25.5)

10(100.0)

10(100.0)

20(100.0)

연령

학력

월 평균수입

단위: 명(%)

직업

결혼년수

자녀수

상담횟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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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검사에 대한 양육태도의 향상

%)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7명(35.0%),
‘생산근로직’과 ‘전문직’이 각각 2명(10.0%),

여부

‘사무직’ 1명(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

표 5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통제집단의

혼년수로는 ‘16~20년 이하’가 5명(25.0%),

양육태도의 향상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

‘10년 이하’ 7명(35.0%), ‘11년~15년 이하’와

로 양육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Z=

‘21년 이상’이 각각 4명(20.0%)으로 나타나

-.969, p=.333), 하위요인별로는 ‘민주․자율’

전체의 75.0%가 11년 이상의 결혼기간을 가

에서 통계적(Z=-1.491, p=.136)으로 유의미

진 중년여성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로는 ‘2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애정․수용’의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대상자가 80.0%(16

변인에서도 통계적(Z=-.562, p=.574)으로 유

명)로 가장 많았고, ‘3명’이 3명(15.0%), ‘1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통제집단

명’이 1명(5.0%)로 조사 분석되었다. 그리고

의 양육태도와 하위변인은 향상이 되지 않

상담횟수는 3회가 9명(45.5%), 4회가 6명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의 양육

(30.0%), 5회가 5명(25.5%)으로 조사분석되었

태도의 향상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10사례 모두 양의 등위로 나타났으며(Z=
-2.805, p=.005) 하위변인인 ‘민주·자율’ (Z=

양육태도에 대한 효과

2.805, p=.005)과 ‘애정․수용’(Z=2.805, p=
.005)에서도 10사례 모두 양의 등위로 조사

표 4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본 연구의

되어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대상이 되는 양육태도(U=40.50, Z=-.719,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인

p=.472)와 하위요인인 민주․자율(U=35.00,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을 통하여 양육태도가

Z=-1.135, p=.280), 애정․수용(U=42.50, Z=

‘민주․자율’과 ‘애정․수용’의 형태로 긍정

-.570, p=.579)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므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두 집단은 동질
적인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성원별
전체 양육태도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며, 그
림 2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성원별 양육

<표 4> 사전 검사를 통한 Mann-Whitney 동질성 검사
구분

Mean Rank

U

Z

p

9.55

40.50

-.719

.472

12.00

9.00

35.00

-1.136

.280

11.25

9.75

42.50

-.570

.579

통제집단(N=10)

실험집단(N=10)

양육태도(전체)

11.45

민주, 자율
애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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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집단 간 양육태도의 향상여부 비교(N=10)
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음의 등위(사후-사전)

구분

동률

양의 등위(사후-사전)

Z

p

18.00

-.969

.333

5.00

10.00

-1.491

.136

3

7.33

22.00

-.562

.574

0

10

5.50

55.00

-2.805

.005

.00

0

10

5.50

55.00

-2.805

.005

.00

0

10

5.50

55.00

-2.805

.005

F

I

N

평균등위

등위합

N

N

평균등위

등합합

양육태도(전체)

7

5.29

37.00

0

3

6.00

민주 자율

7

5.00

35.00

1

2

애정 수용

7

4.71

33.00

0

양육태도(전체)

0

.00

.00

민주 자율

0

.00

애정 수용

0

.00

양육태도 향상여부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a

b

집단

c

d

e

f

g

h

i

j

A

B

통제집단

C D

E

G H

J

실험집단

<그림 1> 성원별 양육태도 향상여부

태도변화중 하위요인인 민주․자율 양육태

월10일~ 3월20일에 걸쳐 양육태도에 대한

도변화여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실험집

림 3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성원별 양육

단 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태도변화중 하위요인인 애정·수용의 변화여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는 통제집단

표 6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과 실험집단의 집단별 전체 양육태도변화를

개인양육태도에 대한 추후검사 합계의 평균

나타낸 그림이다.

은 137.40으로 사후검사 합계 평균 140.50보
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추후검사에서 B

프로그램 추후검사

와 D의 성원은 각각 +2점의 상승이 있었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6개월 후 2006년 3

며, A와 I의 성원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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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율 향상여부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a

b

c

d

e

f

g

h

i

j

A

B

C

통제집단

집단

D

E

F

G

H

I

J

G

H

I

J

실험집단

<그림 2> 성원별 양육태도의 민주․자율 향상여부

애정, 수용 향상여부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
100
80
60
40
20
0
a

b

집단

c

d

e

f

g

h

i

j

A

B

C

통제집단

D

E

F

실험집단

<그림 3> 성원별 양육태도의 애정․수용 향상여부

양육태도 변화
통제집단
평균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실험집단

140.50
114.90
107.70

사전검사

108.40

사후검사

<그림 4> 집단별 양육태도 향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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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전․사후 및 추후검사를 통한 성원별 개인양육태도의 변화
성원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사후-사전

추후-사전

추후-사후

A

102.00

144.00

144.00

42.00

42.00

0.00

B

87.00

125.00

127.00

38.00

40.00

+2.00

C

124.00

147.00

143.00

23.00

19.00

-4.00

D

117.00

127.00

129.00

10.00

12.00

+2.00

E

92.00

138.00

135.00

46.00

43.00

-3.00

F

112.00

137.00

132.00

25.00

20.00

-5.00

G

121.00

157.00

147.00

36.00

26.00

-10.00

H

95.00

159.00

147.00

64.00

52.00

-12.00

I

117.00

140.00

140.00

23.00

23.00

0.00

J

110.00

131.00

130.00

21.00

20.00

-1.00

평균

107.70

140.50

137.40

32.80

29.70

-3.10

타났고, 나머지 6명의 성원은 적게는 -1점부

음의 등위는 6사례, 양의 등위는 2사례로

터 많게는 -10점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타나 전체적으로 추후검사와 사후검사 사

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Z=-1.823,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

p=.068), 하위요인별로는 ‘민주․자율, 애

위요인인 민주․자율과 애정․수용의 요인

정․수용’에서 추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에 대하여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하여 알아본 결

대한 추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는 통계적

과는 표 7과 같다.

(Z=-.831, p=.40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표 7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이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의 양육태도와 하

양육태도에 대한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차

위변인인 민주․자율과 애정․수용의 변인

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사례 가운데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

<표 7> 실험집단의 양육태도의 추후실험결과에 대한 차이 비교(N=10)
집단

실험집단

구분

음의 등위(추후-사후)

동률

양의 등위(추후-사후)

Z

p

5.00

-1.823

.068

2.00

6.00

-1.691

.091

3.88

15.50

-.831

.406

N

평균등위

등위합

N

N

평균등위

등위합

양육태도(전체)

6

5.17

31.00

2

2

2.50

민주 자율

5

6.00

30.00

2

3

애정 수용

5

5.90

29.5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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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험집단의 양육태도의 추후-사전실험결과에 대한 차이 비교(N=10)
집단

실험집단

구분

음의 등위(추후-사전)

동률

양의 등위(추후-사전)

Z

p

55.00

-2.805

.005

5.94

53.50

-2.654

.008

5.50

55.00

-2.805

.005

N

평균등위

등위합

N

N

평균등위

등위합

양육태도(전체)

0

.00

.00

0

10

5.50

민주 자율

1

1.50

1.50

0

9

애정 수용

0

0.00

0.00

0

10

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양육태도에 대한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차

실시 후 단시간에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의

이를 살펴보면 적극적 부모역할훈련을 통하

시간 까지는 지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여 양육태도가 ‘민주ㆍ자율’과 ‘애정ㆍ수용’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전검

의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효과가 추후

사와 추후검사 간에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사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인 효과를 보인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요인인 민주․자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

율과 애정․수용의 요인에 대하여 Wilcoxon

후검사의 합계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어느

Matched-Pairs

정도의 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Signed-Rank(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9와 표 10, 표 11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9와 표 10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검사

표 8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표 9>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 비교
요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11.55

-2.805

.005

63.50

8.46

-2.805

.005

77.00

3.97

-2.805

.005

Z

p

M

SD

M

SD

양육태도

107.70

12.94

140.50

민주․자율

48.90

9.37

애정․수용

58.80

9.81

<표 10>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비교
요인

사후검사

추후검사

M

SD

M

SD

양육태도

140.50

11.55

137.40

7.71

-1.823

.068

민주․자율

63.50

8.46

61.30

5.44

-1.691

.091

애정․수용

77.00

3.97

76.10

3.48

-.831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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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의 평균 비교
사전검사

요인

추후검사

Z

p

7.71

-2.805

.005

61.30

5.44

-2.654

.008

76.10

3.48

-2.805

.005

M

SD

M

SD

양육태도

107.70

12.94

137.40

민주․자율

48.90

9.37

애정․수용

58.80

9.81

기간별 양육태도의 변화는 사전검사(M=

140.50)의 사이에는 양육태도의 변화에 대한

107.70)와 사후검사(M=140.50)의 사이에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Z=-2.805, p=

양육태도의 변화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005), 하위변인에서도 사전검사(M=58.80)에

나타났고(Z=-2.805, p=.005), 사후검사와 추

비해 추후검사(M=76.10)가 높은 것으로 나

후검사(M=137.40)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

타나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이를 보이지 않았다(Z=-1.823, p=.068).

다.

한편, 표 11에 의하여 실험집단의 양육태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

도의 변화를 사전검사와 추후검사에서 살펴

후검사의 합계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어

보면, 사전검사(M=107.70)와 추후검사(M=

느 정도의 변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137.40)의 사이에는 양육태도의 변화가 유의

위하여 표 9와 표 10, 표 11에 의거하여 양

미하게 나타났으며, 검사기간별 양육태도의

육태도와 하위변인인 민주·자율과 애정·수

변화는 사전검사(M=107.70)와 사후검사(M=

용의 사전․사후․추후검사에서의 변화를

양육태도의 변화추이
합계
140.50

137.40

130.00

양육태도
민주. 자율
애정. 수용

107.70
100.00

70.00
58.80
48.90

77.00

76.10

63.50

61.30

40.00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후검사

<그림 5> 실험집단 검사별 양육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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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로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사전면접,
상담일지, 사전ㆍ사후면접을 통하여 일반적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자인 어머니들을

인 특성, 폭력의 정도 및 유형, 양육에 대한

대상으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PT'프로

어려움, 프로그램 참가후 소감 등을 조사하

그램을 실시하여 양육태도변화에 어느정도

였다. 실험집단의 교육의 효과성을 나타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APT

기 위하여 사전ㆍ사후 및 추후 양육태도변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화를 개인별 그래프로 작성하였으며, 사전

어머니를 비교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면접과 상담기록을 근거로 개인별 사례를

고찰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어머니들의

기록하였다.

양육태도변화를 분석하여 가정폭력피해자들

개인별 사례를 통한 내용을 살펴보면 폭

의 양육태도변화를 파악할 뿐 아니라, 폭력

력은 거의 결혼초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적응을 사전에 예방

많았으며,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한만큼 자

하기 위한 전략적 작업이 될 수 있다는데

녀에게 더 많이 집착하게 됨으로써 갈등이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폭력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정 내에 있는 자녀들과 긍정적이고 지지적

스트레스를 성원 모두 가지고 있었다. 프로

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학대가정의 재발 방

그램 실시 후 대체로 자녀를 이해하는 부분

지를 위한 전문적 개입 뿐 아니라, 가정폭

이 많아졌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력피해어머니가 겪는 실질적 어려움의 하나

어려움을 가진 성원이 많았는데 비디오와

로 부적절한 양육행동 및 부모역할의 문제

과제발표 및 집단성원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실습을 많이 할 수 있

효율적인 부모역할훈련의 개입방안을 모색

게 되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다고 하였다.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다는데 가장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한지 6개월 후 실험집

큰 의의가 있다.

단성원들에게 추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보다는 낮은 양육태도점수를 보였지만

첫째,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PT 프로그

사전검사보다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유지하

램의 사전검사에서 통제집단, 실험 집단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집단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

성원 모두 프로그램종료후 자녀양육에 대한

모수통계인Mann-Whitney 분석을 통하여 검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처방법들이 달라졌음

사 한 결과 두 집단간 동질적인 집단으로

을 알 수 있었다.

분석되었다.
둘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양육태도의 향상여부를 검증하

결 론

기 위하여 비모수통계인 Wilcoxon M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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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s signed Rank(윌콕슨 부호순위검정)로 검

같다.

증 한 결과 통제집단의 양육태도는 향상되

첫째, 자녀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가정폭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집단의 양

력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육태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부모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차원에서

셋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검

의무화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사에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민주ㆍ자율,

다.

애정ㆍ수용의 요인에서 강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둘째, 가정폭력피해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는 부모교육이 관련 상담소 또는 피해자보

넷째,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종료한지 6개

호시설에서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월 후 양육태도의 변화상태를 검증해보기

셋째,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뿐만

위하여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실험집

아니라 가해자인 아버지들에게도 이와 같은

단의 전체양육태도와 하위변인인 민주․자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율과 애정․수용의 변인 모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

넷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실시 후 단시간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로는 일반인에게

에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 까지는

실시해오던 부모교육을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속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로 볼

인 어머니에게 실시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

수 있다.

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양육태도를 긍정적으

따라서 본 프로그램인 가정폭력피해어머니

로 변화시킴으로써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

를 중심으로 실시한 적극적부모역할훈련은

게 되며, 가정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그

자녀의 민주ㆍ자율, 애정ㆍ수용의 양육태도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몇가지 제시하

사 분석되었다.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실험집단 10명,

제언 및 한계점

통제집단 10명 총20명으로 그 대상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가정폭력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인 어머니의 태도는 가정폭력의 경험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정서적, 심리

을 한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적 불안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역할수행이 자녀에게

연구결과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또한

셋째, APT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양육

고위험상황에서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

태도변화에 제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

록 하기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한 포괄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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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정폭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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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Children Care Attitude
Program on the Mother As a Domestic Violence Victim
Choi, Yeoun-Hwa
Yang-san Family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urturing attitude changes via an Active Parenting Today(APT)
targeted to the wife as a domestic violence victim parenting. In a particular, this was focused to
identify what would happen to the nurturing attitude in the post-APT program and to make
measure the democratic civility, autonomy, affection, and acceptance as sub-components of

the

nurturing attitude against children. In order to do this, I surveyed 20 mothers who had visited K
Family Counseling Office in Y city of Kyungnam Province and further asked to be client for
counseling. Thes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 group with 10 mothers, and
another control group with 10 ones. The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ed: 1) Concerned with the
pre-test of APT program, the commonality between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were verifie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Mann-Whitney as a nonparamatic method; 2) Based on the Wilcoxon
Matched-Pairs signed Rank method, I found the positive change in the nurturing attitude of
experiment group, while not happened to the control group; 3) There existed the remarkable
significance between experiment and control group in terms of pre-test and post test, regarding to
democratic civility, independent action, affection, and acceptance comprising the sub-factors of the
nurturing attitude against children; 4) After 6-month with the end of this experiment program, the
additional proving experiment was performed, and showed nearly non-changed effects on total
nurturing attitude and its sub-components such as democratic civility, independent action, affection,
and acceptance. The next study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diverse characteristics about the
nurturing attitude against children, and further developing more effective preventing strategies
against husband-to-wife violence.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child nurturing attitude, nurturing and education, Active Parenting Toda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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