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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상호교류분석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자아개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서울시 k구에서 만3세, 4세, 5세 유아를 둔 어머니 120명을 대
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실험집단 어머니에게는 부모교육을 10주 동안 10회에 
걸쳐 실험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상호교류분석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4가지 심리적 자세(자기긍정, 
타인긍정, 자기부정, 타인부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심리적 자세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실험집단 어머니
의 승자적 삶의 자세에 영향을 미쳤다. 실험집단의 어머니의 자아개념은 비판적 부모자아와 개작된 아동자아
가 더 낮아졌고, 양육적 부모자아와 성인자아, 천성적 아동자아는 더 높아졌다. 실험집단의 어머니의 자아개
념은 역U자형이었고 실험집단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
육기관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상호교류분석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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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모가 자녀를 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열망을 채워주고자 시작된 부모교육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하고 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 목 , 내용, 방법 등도 계속

해서 변하고 있다. 특히 가족 내의 계라는 측면에서 부모교육은 그 요성이 증 되고 있는 

바, 에는 신체 으로 건강한 유아의 양육이나, 성장해서 삶을 꾸려 나가는데 충분한 기술이

나 원리를 길러내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는 어린 유아의 개성과 행복을 추구하

는데 보다 을 두고 있다.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의 필요성에 해서 이원 (1983)은 부모들에게 유아발달  유

아교육에 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책임감있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 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궁극  목 은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의 행복

과 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바람직한 계를 갖기 해서는 부모 

자신의 올바른 자아 이해가 필요하므로 부모의 심리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자녀 양육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교육 로그램의 여러 유형 에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자녀와의 인간 계를 원만히 수행하는 로그램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부모교육 로그램구성을 해 필요한 이론이 상호교류분석 이론이다. 

상호교류분석 이론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여 인간 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돕는 로그램이다. 유아의 인성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계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 패턴을 깊이 이해함으로서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Eric Berne의 

상호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의 인성은 거의 모두가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고, 성장한 후에는 이를 바

꾸기 어렵다는 로이드 학 의 주장은 인성은 고쳐질 수 없다는 망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

나 상호교류분석 이론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패턴을 깊이 이해하므로 어느 정도 고쳐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교육 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

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해 정 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 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 인간이 가지는 기본 인 심리  태

도를 상호교류분석 이론에서는 심리  자세(life position)라고 한다. 이러한 심리  자세는 단

순히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한 의견을 가진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즉 이것은 가치

이나 인생 , 세계  등과 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tewart & Joines, 1987). 이런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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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부정 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는 사회 심리 인 장애가 나타날 확률

이 높다. 

본 연구는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기 로 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교육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 다. 각 자아상태를 활성화하고 심리  자세를 정 으로 발 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

의 자아개념을 측정하여 어머니 자신의 자아상태 에 지 배분을 알고 자신에 한 자아나 심

리  자세를 진단하고자 하 다.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이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의 필요성

을 느낄 뿐 아니라 객 이고 합리 이며 분석  사고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 자신의 성

인 자아상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육태도를 변화시켜 유아들의 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이 유아교육기 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  자세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의 심리  기본자세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  자세 유

형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승자

 삶의 수 을 높일 것이다. 넷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자아개

념  성인 자아상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호교류분석

상호교류분석의 목 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유형이나 목표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호교류분석은 구조분석, 교류패턴분석, 게임분석, 생활각본 분석의 4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다(Berne, 1966). 이 4가지 분석 분야는 독특하면서 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아상태는 

상학 으로는 감정의 일 된 체계이고, 기능 으로는 일 된 행동형태의 연속이다. 

Berne(1961)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자아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자아상태는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상황이나 때에 따라 어느 것이 강하

게 반응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자아상태란 곧 부모 자아상태, 성인 자아상태, 아동 자아상태를 

말하는데 부모 자아상태는 출생에서부터 5년간 외계의 경험원들, 주로 정서 으로 요한 인

물 곧 부모, 형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향에 의해서 형성된다. 

‘부모’ 자아상태는 벌이나 제한을 가하는 작용, 는 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은 양육 인 작

용과 계된다. “좋다”, “나쁘다” 등의 가치 단이나 도덕․윤리  등에 의한 말은 부모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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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나오는 표 이다. 부모 자아상태는 그 기능상 두 가지로 나 어진다. 하나는 ‘ 비

 부모 자아’이며 다른 하나는 ‘ 양육  부모 자아’이다. 비  부모자아는 자신의 가치 이

나 생각하는 방법을 올바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다. 비  부모

자아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은 타인부정형인 경우가 많다. 비  부모자아

가 지나치게 강하면 거만하고 지배 인 태도, 명령 인 말투, 칭찬보다 질책하는 경향 등이 있

으며 상 는 깔보는 듯한 느낌을  수가 있다(우재 , 1992). 양육  부모자아는 친 , 동정, 

용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아이들, 부하, 후배 등을 따뜻하게 로하고 격려하며 부모

처럼 돌보는 것이 양육  부모자아의 작용이다. 양육  부모자아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타인 정형인 경우가 많다. 이 양육  부모자아가 지나치게 강하면 과보호가 지

나쳐 간섭이 되기 쉽다. 결국 인간은 부성 인 엄격성과 이해를 가진 비  부모자아와 모성

인 공감과 이해를 가진 양육  부모자아라는 두 가지 면으로부터의 작용이 잘 조화될 때 바

람직한 성장과 발 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우재 , 2000). 아동 자아상태는 출생 후 5세 경까

지의 주로 부모와 련된 외 사태들에 한 정서  반응으로서 외 사태에 한 그 어린아이

의 감정  반응체제가 내면화된 것이다. 이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자

료의 조직체”이다(이형득․이성태, 1984). 

아동 자아상태는 그 기능면에서 3가지로 나 어진다. 아동 자아상태는 부모 비 을 두려워

하거나 부모를 기쁘게 하기 해서는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좋은 아이”의 행동을 하는 개작

된 아동자아와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천성  아동자아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직감이 작용하는 

어린교수가 있는데 국제교류분석 회의 통일원칙에 따라 천성  아동자아와 어린교수를 포함

해서 천성  아동자아로 사용한다. 천성  아동자아는 천성  아동자아와 어린교수를 합친 개

념으로 성격 에서 가장 생래  부분이다. 이상 으로 말하면 자유로워서 어떤 것에도 구애

받지 않는 자발 인 부분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멋 로여서 의존

인 면도 갖고 있다. 천성  아동자아가 높은 사람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은 사람은 자기 

정 인 면이 강하다. 이 천성  아동자아가 작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의 감정을 솔직히 표

하거나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거나 한다. 이 천성  아동자아는 일반 으로 명랑하여 장난

을 좋아하며 유머가 풍부하고 멋 로인 면이 있어서 타인에 한 배려가 결여되기도 한다. 개

작된 아동자아는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상사의 기 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

는 부분이며, 주로 부모의 향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개작된 아동자아가 높고 겉마음과 속마

음이 같은 사람은 자기 부정 인 면이 강하다. 이 개작된 아동자아는 자신을 억제하고 사회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하면 문제가 있을 때 간단

히 타 하고 만다. “좋은 아이”, “착한 아이”로 행동하며 자연스런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마

이 스 면이 나타난다. 개작된 아동자아가 지나치면 천성  아동자아를 극도로 억압하여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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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처럼 행동하면서 스트 스를 느끼고 지 까지와는 이하게 달라져 주  사람을 애먹이는 

경우가 있다(우재 , 1992). 

성인 자아상태는 P, A, C  가장 원숙하고 바람직한 자아기능이다. 성인 자아상태(A)는 추

리하고 자극을 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미래를 한 처방을 낸다. 자립하는 능력과 취사선

택의 결단은 바로 이 자아기능의 소산이다(우재 , 1992). 성인 자아상태는 인간에게 객 성의 

방편을 제공한다. 자신의 성인 자아상태와 아동 자아상태의 로그램까지 평가함으로써 가장 

사실에 가까운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환상이나 통, 타인의 견해나 된 감정으로부터 사

실을 분류해 낸다. 

2. 심리적 자세의 의미와 유형

심리  자세란 상호교류분석 이론의 용어로서 자신이나 타인 는 세계에 해 한 사람이 

갖는 기본 인 신념을 나타내며, 자기의 결단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심리  태도

이다(Stewart & Joines, 1987). 다시 말해, 사람은 삶의 과정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해 정

인 자세 혹은 부정 인 자세의 두 가지 기본 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 인 심리

 태도를 상호교류분석 이론에서는 ‘심리  자세(life position)’라고 한다. 이를 학자에 따라 

‘심리  자세’(이형득, 이성태, 1971)라고 하기도 하며, 기본 인 ‘인생태도’(Life position), ‘인생

자세’(김규수․류태보, 2001 ; 우재 , 1992) 등의 표 을 쓰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

 자세’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Berne(1964)은 인간행동의 동기로서 음식, 불, 물, 공기와 련된 기본 인 생리  욕구와 자

극의 욕구, 구조의 욕구, 그리고 태도의 욕구와 같은 심리  욕구들을 가정하 다. 이  태도

의 욕구는 한 개인이  생애를 통해서 어떤 확고한 인생태도를 갖게 하는 욕구이다. 

Berne(1966)에 의하면, 삶의 아주 기에 어린아이들을 태도의 욕구에 따라 부모나 부모 리인

들의 지령(injunction) 는 허가(permission)와 같은 양육태도를 통해서 달되는 메시지들

이나 기타 경험들에 근거해서 자신과 타인에 한 정(OKness) 혹은 부정(Not-OKness) 인 

을 형성하게 된다. 즉 자기 정(I'm OK), 자기부정(I'm not OK), 타인 정(You're OK), 타

인부정(You're not OK)의 자기 이나 세계 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서로 배합해 보면 우리 자신과 타인에 한 네 가지 심리  자세를 만들 수 

있다.

  ① 자기 정-타인 정 :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I'm OK, You're OK․OK-OK)

  ② 자기부정-타인 정 :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다(I'm not OK, You're OK․NO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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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기 정-타인부정 :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I'm OK, You're not OK : OK-NOK)

  ④ 자기부정-타인부정 : 나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다((I'm not OK, You're not OK : 

NOK-NOK)

Berne에 의하면 모든 게임과 각본  운 은 네 가지 심리  자세  하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I'm OK - You're OK : OK-OK)를 선택한 아이는 승자 각본

(winning script)을 구축할 것이다. 그는 주 를 사랑과 선함으로 본다. 그는 자신의 부모를 사

랑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결단하며, 후에 이러한 견해를 일반사람들에게도 확산시킨다. 만약 어

떤 사람이 이럴 때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다”(I'm not OK, You're OK : NOK-OK)라는 심리

 자세를 가지면 좀 더 진부하고 실패하는 인생 이야기를 쓸 것이다. 즉 기본  태도와 맞추

기 해 다른 사람에게 희생당하고 해를 입는 주제로 자신의 각본을 쓰게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기  어머니들이다. 부모교육을 실시하

기 (2002년 11월)에 120명의 어머니들을 상으로 어머니의 심리  자세에 해 사  검사를 

하고, 부모교육 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낸 어머니  로그램에 10회 동안 

참석하겠다고 한 어머니 60명과 유아 60명이 실험 집단이다. 비교 집단은, 사  검사는 받았지

만 부모교육 참여 신청서를 내지 않은 어머니  60명과 유아 60명이다. 사정상 이번에 부모교

육 신청서를 내지 못한 비교집단의 어머니들은 다음 기회에 부모교육을 받기로 하 다. 

본 연구 상 어머니와 유아들은 서울시 K구 K동 아 트 단지 내에 치한 유아교육 기 에 

다니는 원아들의 어머니이다.

2. 검사 도구

1) 부모의 심리  자세 검사도구

‘심리  자세’를 측정하기 해 이병래의 ‘어머니의 심리  자세’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는 우재 (1992), 류태보(1996), 제석 (1996) 등의 서를 부분 으로 참조한 ‘심리  자세 측

정 문항’과, 김홍용(1987)이 한국 으로 번안, 제작한 ‘생활 자세에 한 질문지’를 참고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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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Hess(1977)가 제작한 Life Position Inventory (LPI)를 참고한 것이다. 이 도구는 특정 생활 

장면과 련된 문항이 제시되어 있고, 체 문항은 자기 정, 자기부정, 타인 정, 타인부정의 

네 가지 심리  자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를 알아보는데 사용하

다. 

자기와 타인에 한 정 , 부정  심리  자세와 련된 문항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어

머니용 심리  자세 검사를 해 선정된 56개 문항에 한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  자세 검사도구의 자

기 정에 한 심리  자세의 신뢰도 α= .88로 나타났으며, 자기부정에 한 심리  자세의 신

뢰도 α= .85, 타인 정에 한 심리  자세의 신뢰도 α= .84, 타인 부정에 한 신뢰도 α= .85

로 나타나 반 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심리  자세 유형은 부모의 심리  자세 수에 근거해서 처리하 다. 자기에 

한 심리  기본자세(자기 정, 자기부정)와 타인에 한 심리  기본자세(타인 정, 타인부

정) 수는 각 문항이 28개씩이므로 수는 28 에서 140 까지 분포하게 된다. 즉 자기 정 

 자기 부정에 한 수를 자기에 한 심리  자세로 처리하 고 타인 정  타인부정에 

한 수는 타인에 한 수로 처리하 다. 그러므로 자기에 한 심리  자세와 타인에 

한 심리  자세 수는 간 수를 기 으로 85  이상이면 정의 자세로, 85  미만이면 부

정의 자세로 구분하 다. 부모의 심리  자세 유형은 자기에 한 심리  자세와 타인에 한 

심리  자세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심리  기본자세를 정과 부정으로 분류

하여 조합하게 되면 4가지의 심리  자세 유형이 나타난다.

2) 승자․패자 검사 도구 

부모의 자아개념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을 승자  삶의 자세로 측정하 다. 승자

 삶의 자세는 정 인 자아개념과 련이 높고 정 인 자아개념은 한 승자  삶의 자

세와 상 이 높다(James & Jongeward , 이원 역, 1994). 부모교육 로그램은 ‘아이는 성공

하기 해서 태어난다’(James & Jongeward , 이원 역, 1994)를 가지고 하 다. 이 책의 체 

내용을 변하고 있는 제1장의 ‘승자․패자’를 알아보기 해 본서에 제시된 문항을 참조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사후 검사 도구로 제작하 다. 문항의 구성은 승자 문항이 19문

항, 패자 문항이 18문항으로서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한 수는 문항의 내용

이 자신의 자아와 일치하는 것만 체크하여 1 씩 산정하여 수화 하 다.

어머니의 승자․패자 검사를 해 선정된 37개 문항에 한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

기 하여 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승자문항에 한 신뢰도 α= .8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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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패자문항에 한 신뢰도 α= .80로 나타나 반 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밝

졌다.

3) 어머니의 자아개념 측정 검사도구

어머니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Berne의 제자인 John Dusay(1976)가 고안한 이고그

램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이고그램은 각자의 자아상태를 나타내는 

심리  에 지의 양을 그림으로 표 한 것으로 ｢개인의 성격내에 잠재하는 힘｣의 분석을 통해 

성격의 기능면을 유추해 가는 방법이다. 이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하여 성격의 기능 인 면을 

비  부모자아, 양육  부모자아, 성인자아, 천성  아동자아, 개작된 아동자아로 분류해서 

각각이 심리  에 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서미애, 1997). 부모교육훈련 로그램 

용 후 어머니의 비  부모 자아, 양육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천성  아동자아, 개작된 아

동자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한국교류분석 회에서 제작한 부모용 이고그램 체크

리스트를 원용하여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 실시 후 비교의 도구로 사용하

다(우재 , 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검사도구인 이고그램 체크리스트는 인간의 세 가지 자아

상태를 5개의 기능  하 역으로 나눠 자기개선  인간 계 증진을 한 활용을 주목 으

로 제작된 도구이다. 이 검사도구는 50개 문항에 5  등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역별로 10문항씩 배정되어 있다. 

어머니의 자아개념 검사를 해 선정된 50개 문항에 한 요인별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문항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비  부모자아의 신뢰도 α=.85, 양육

 부모자아의 신뢰도 α=.89, 성인자아의 신뢰도 α=.87, 천성  아동자아의 신뢰도 α=.87, 개작

된 아동자아의 신뢰도 α=.82로 나타나 반 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밝 졌다. 

3. 연구절차

1) 비검사

어머니의 심리  자세와 자아개념에 한 본 검사에 들어가기 에 검사의 성과 어머니 

1인당 검사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해 어머니 10명을 상으로 2002년 11월 17일 해당 유아교

육기   1곳에서 비검사를 실시하 다. 

유아의 자아개념에 한 본 검사에 들어가기 에 검사의 성과 유아 1인당 검사 소요시

간을 알아보기 해 만 3, 4, 5세 유아 남녀 각각 5명씩 20명을 상으로 2002년 11월 18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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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유아교육기   1곳에서 비검사를 실시하 다. 

2) 본 검사

유아의 자아개념에 한 본 검사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

다.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공한 사람 2명과 함께 상 유치원 원장실에서 개인 면 으

로 실시하 으며, 검사방법은 유아가 방으로 들어오면 유아와 잠시 화를 나  후 유아에게 

그림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여 반응을 체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유아 1인당 검사 소요시

간은 약 8-10분 정도 다.

부모의 심리  자세에 한 사 검사는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후 검사는 부

모교육이 끝난 후 2003년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구 상 유아를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

고 회수하 다.

3) 부모교육

본 연구를 한 부모교육 내용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Eric Berne이 개발한 상호교류분석 이

론에 기 하여 유아교육기 에서 부모들의 정  자아 상태의 활성화를 해 구성한 것으로, 

궁극 으로는 인간 계의 친 함을 도모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계를 한 내용이다. 

따라서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심리학  입장보다는 부모와 자녀와의 계에서 실질 인 시 

심으로 내용이 충실한 ‘아이는 성공하기 해서 태어난다’(Born to win ; James & 

Jongeward, 1971, 이원 역, 1994)라는 책을 심으로 진행하 다. 이 책에서 상호교류분석에 

한 인생 각본과 게임 분석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한 장은 아주 요한 부분이며, ‘I’m 

OK-You're OK'와 같은 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10주간의 어머니 교육의 진행에서는 각 회기마다의 교육내용을 정하여 단순히 이해 심이 

아닌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상호교류분석에 련된 훈련도 함께 병행 하 다. 상호교류분석 이

론을 기 로 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한 장소는 심리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유아교육기

 내의 아늑하고 편안한 곳으로 하 다. 강의자는 집단 참여자들의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하 고 강의나 활동에 필요한 도구로서 칠 을 비하 다. 부모교육

은 2002년 12월 5일부터 시작되어 2003년2월 6일까지 10주간 실시하 다. 한 1회기의 실시 

시간은 2시간～3시간이 당하나 가정주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주 화요일(수요일, 목요일) 오

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진행하 다. 10주간의 부모교육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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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제 내                         용
1회 승자와 패자적 삶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와 친밀감 형성 활동 및 승자적, 패자

적 삶의 형태를 진단한다.
2회 상호교류분석의 개관 상호교류분석의 세 가지 자아상태에 대한 이해와 자기 및 타인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3회 쓰다듬기 및 시간구성에 대한 

인간의 허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생각해 본다.

4회 인생각본에 의한 드라마
인생각본을 이해하고 문화적 각본과 가족의 각본, 개인의 심리적 
각본에 의한 드라마를 이해하고 삶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
을 깨닫고 다시 결정한다.

5회 부모노릇하기와 부모 자아상태 부모 자아상태의 진단과 함께 올바른 부모노릇하기의 활성화방법
을 안다.

6회 아이와 아동 자아상태 유아기의 각 영향에 따라 개인마다의 독특한 아동 자아 상태가 
형성됨을 안다.

7회 인성 및 성에 대한 자아 정체감 성적 자아 정체감과 성적표현을 통해 천성적 자아상태와 성인 자
아상태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8회 스탬프 모으기와 게임하기 심리적 교환의 스탬프와 상환의 시기, 골드스탬프를 수집하여 친
밀감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9회 성인자아상태 성인 자아상태의 중요성과 그 기능에 대해 안다.

10회 자율성과 성인자아의 윤리
인간행동의 동기로서의 생활자세를 이해함으로써 인생태도를 파
악하여 대인관계에서 보다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인 
자아상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표 1>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10주간 부모교육 내용 요약

4) 사후검사

부모교육의 사후검사는 10주간의 부모교육이 종료되는 2003년2월 6일에 실시하 다. 실험집

단에는 10주간의 부모교육이 진행된 후에, 비교집단에는 단순히 10주가 경과한 후에 각각 사

후 검사를 실시하 는데, 검사 도구는 사 검사에서 실시하 던 ‘어머니의 심리  자세 변화’ 

검사 도구와 ‘승자․패자 검사 도구’, 자아개념 검사를 하 다.

4.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 자세 변화

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의 타인 심리  자세 유형에 

있어서 자기 정-타인 정의 자세에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의 승자  삶의 자세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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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실험집단(n=60) 비교집단(n=60) p  평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자기긍정 사 전 49.61 5.24 48.15 3.90 .085

사 후 54.25 7.02 48.85  .63  .000*
자기부정 사 전 48.83 5.07 48.08 4.17 .378

사 후 48.25 4.26 48.75  .99 .485
타인긍정 사 전 52.83 4.59 52.01 3.24 .263

사 후 56.93 5.72 51.75  .34  .000*
타인부정 사 전 49.01 5.01 48.58 3.85 .597

사 후 48.82 4.75 48.66 1.17 .492
* p<.001

<표 2>실험-비교집단간 어머니의 심리  기본자세 사 ․사후검사 결과

[연구문제 4]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부모교육은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  변화에 향

을 미칠 것인가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수집된 자료는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하여 부호화 

과정(encoding process)을 거쳐 백분율, 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통계방법을 

사용하 다. 

Ⅳ.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기본자세 변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 변

화에 향을 미칠 것인지의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해 각각 사

․사후 검사한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 다. <표 2>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

본자세 4 역(자기 정, 자기부정, 타인 정, 타인부정)에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  검사결과, 자기 정, 자기부정, 타인 정, 타인부정의 모든 역에 걸쳐 의미있는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  기본자세에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 집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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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세 유형 실험집단 비교집단
인원 백분율(%) 인원 백분율(%)

자기긍정-타인긍정 사 전 46  76.7 45  75.0
사 후 57  95 45  75.0

자기긍정-타인부정 사 전 7  11.7  8  13.3
사 후 1  1.6  7  11.7

자기부정-타인긍정 사 전 6  10  5   8.3
사 후 2   3.4  7  11.7

자기부정-타인부정 사 전 1   1.6  2    3.4
사 후 0   0  1    1.6

         계 사 전 60 100 60 100
사 후 60 100 60 100

<표 3>실험-비교집단간 인 계에서 어머니의 심리  자세 유형 사 ․사후 검사 결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후검

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자기 정, 

타인 정 역에서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국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어머

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의 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받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심리  자세에 있어서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사 수에 비하여 사후

수의 향상이 자기 정, 타인 정의 역에서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비교

집단에서는 사 수에 비하여 사후 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이는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가 받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가 자기 정, 타인 정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하여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 부모교육이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문제 1은 정되었다.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자기부정의 심리  자세를 자기 정의 심리  자세로 변화시켰으며 타인부정

의 심리  자세를 타인 정의 심리  자세로 변화시켰다. 이는 어머니들이 보다 정 인 심

리  자세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유형변화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은 인 계를 맺을 때 어머니의 

심리  자세 유형변화에 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n=60)과 비

교집단(n=60)에 한 4가지 심리  자세 유형(자기 정-타인 정, 자기 정-타인부정, 자기부정-

타인 정, 자기부정-타인부정)의 사 ․사후검사를 실시한 통계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사후검사 결과 실헙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좋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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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자기 정-타인 정은 비교집단이 45명(75%)인데 실험집단은 57명(95%)로 12명(20%)

가 많았고, 상 으로 자기 정-타인부정은 비교집단에 7명(11.7%) 이었으나 실험집단에는 1

명(1.6%) 이었다. 자기부정-타인 정은 실험집단은 2명(3.4%) 비교집단이 7명(11.7%)이었다. 자

기부정-타인부정은 비교집단은 1명인데 실험집단은 0명으로 비교집단이 1명(1.6%) 더 많았다. 

결국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은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인 계의 심리  자세 유형변화에 있어서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자기 정-타인 정의 

심리  변화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연구문제 2는 정되었다. 

3. 어머니의 승자적 삶의 수준 변화 양상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승자  삶의 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n=60)과 비교집단(n=60)의 승자․

패자 삶의 자세 사 ․사후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는 <표 4>와 같다. 

영     역 실험집단 비교집단 p  평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승자 사 전 12.70 3.47 13.30 3.59 .354

사 후 15.86 3.07 13.83 3.42   .001**
패자 사 전 5.73 2.93 5.35 3.75 .535

사 후 4.46 3.60 5.73 3.26  .046*
혼합 사 전 3.15 2.54 5.61 4.51 .000

사 후 1.20 1.78 4.63 4.32    .000***
* p<.05  ** p<.01  *** p<.001

<표 4> 실험-비교집단간 어머니의 승자․패자 사 ․사후검사 결과

<표 4>와 같이 사후검사에 있어서 실험과 비교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승자는 p<.01로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의 수가 높았고, 패자의 경우도 p<.05로 

실험집단의 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수가 낮았다. 혼합은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수가 낮았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이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승자  삶의 수는 높았고, 패자  삶의 수는 낮았다. 

승자․패자에 있어서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승자 수는 향상되어 p<0.001로 나

타났고 패자 수는 낮아져 p<0.001로 나타났다. 한 혼합 수도 p<0.001로 낮아졌다. 그러나 

비교집단에서는 승자의 수와 패자 수, 혼합 수에서 모두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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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승자  삶의 수가 높아질 것이고 패자  삶의 수는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3

은 정되었다. 이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승자  삶을 증가시키고 패

자  삶의 수 을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4.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준 변화

1)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  변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해 실험집단(n=60)과 비교집단(n=60)의 자아개념 

변화의 사 ․사후검사를 각각 실시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는 <표 5>와 같다. 

영     역 실험집단(n=60) 비교집단(n=60)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판적 
부모자아

사 전 35.88 4.27 35.68 4.45 .802
사 후 30.066 2.60 36.18 4.04 .000*

양육적 
부모자아

사 전 43.28 3.84 43.50 4.03 .764
사 후 48.40 1.98 44.08 3.23 .000*

성인자아 사 전 41.65 4.26 41.30 4.04 .646
사 후 47.35 2.33 41.40 4.26 .000*

천성적 
아동자아

사 전 38.75 4.11 39.31 3.21 .402
사 후 46.90 3.70 37.53 3.88 .000*

개작된 
아동자아

사 전 36.83 4.86 36.05 4.68 .371
사 후 31.21 2.66 37.45 4.44 .000*

＊p<.001

<표 5> 실험-비교집단간 어머니의 자아개념 사 ․사후검사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 검사

결과 비  부모자아, 양육  부모자아, 성인자아, 천성  아동자아, 개작된 아동자아 모든 

역에 걸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비  부모자

아와 개작된 아동자아는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의 수가 낮아져 p<0.001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반면 양육  부모자아와 성인자아, 천성  아동자아는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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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집단 비교집단 어머니의 자아개념 사후 검사 결과

의 수가 향상되어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호교류 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 실시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실험집단은 사 수에 비하여 사후 수가 비  부모자아와 개

작된 아동자아에서 수가 낮아졌고 p<0.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양육  부모 자아와 

성인자아, 천성  아동자아에서 수가 높아져 p<0.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집단은 사  수에 비하여 사후 수가 천성  아동 자아에서 수가 낮아져 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비  부모 자아, 양육  부모자아, 성인자아, 개작된 아동자아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 변화에 

있어서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의 자아개념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어 연구

문제 4는 정되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 있어서 실험과 비교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제시

하고 있다. 비  부모자아와 개작된 아동자아는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실험집단의 수가 낮

아졌고 반면 양육  부모자아와 성인자아, 천성  아동자아는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수가 향상되었다. 이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성인자아를 활성화시키고 

양육  부모자아와 천성  아동자아를 증가시켜 균형있고 바람직한 심리  자세로 변화시켰음

을 의미한다.

2) 자아개념의 변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 사후 검사 결과 어머니의 자아개념 수  변화를 자아개념 그

래 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20   아시아교육연구 5권 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험집단 사후 검사결과 어머니의 자아개념 그래  변화를 분석하면 사 검사의 자아개념 

형태는 NP주도형인 한국인 평균상으로 사회 으로 공존 조하고 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NP가 극단 으로 높으므로 돌보아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심이 충

분히 갖추어져 있다(우재 , 2000년). 실험집단 사후검사의 자아개념 형태는 역 U자형으로 변

화되었는데 기탄없이 말하는 형태로 따뜻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고방식도 정직하기 때문에 

남에게 호감 받는 형이다(김규수․류태보, 2001년).

비교집단의 사후 검사결과 어머니의 자아개념 그래  변화를 분석하면 사 검사와 사후검

사 모두 한국인의 평균상인 NP주도형으로 변화가 없었다. 결국 부모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자

아개념 그래 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나 부모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의 자아개념 

그래 는 변화가 없어 가설 4는 정되었다. 이는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

의 자아개념을 따뜻하고 명랑하며 기탄없이 말하는 성격의 바람직한 역U자형으로 변화시켰음

을 의미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  어머니를 상으로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기 로 한 부모교육이 어

머니 개인의 심리  자세와 어머니의 인 계에서의 심리  자세 유형 변화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승자  삶의 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한 것이었다.

연구 목 을 하여 서울에 소재한 유아교육기  어머니들을 상으로 실험․비교 집단을 

각 60명씩을 선정한 후, 실험집단을 상으로 어머니 교육을 실시하 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에 유아교육기 에서 어머니들에게 부모교육 내용에 한 요구도 조사를 하여 부모들의 의

견을 참조로 하 다.

어머니 교육의 내용은 실질 인 시 심으로 ‘아이는 성공하기 해서 태어난다’(James & 

Jongeward , 이원  역, 1994)라는 책을 선정한 후 진행하 다.

사  검사 도구로는 이병래의 ‘어머니 심리  자세’ 검사 도구와 승자․패자 검사 도구, 자

아개념 검사도구, 유아의 자아개념 검사도구를 사용하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사  검사

를 하여 두 집단이 동질 집단임을 규명하 다.  각각의 집단에 사후 검사를 하여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 수가 높음을 제시하 다. 통계 자료 처리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  자

세’와 ‘어머니의 인 계 심리  자세 유형’  ‘승자․패자’ 자아개념에 해 자료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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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분석의 결과들을 연구 문제와 련지어 정리하면

첫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기 로 한 부모교육이 유아교육기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의 

심리  기본자세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1을 검증해본 결과, 10주간 걸쳐 실시한 

부모교육이 실험집단의 어머니들이 자기 정, 타인 정에 있어서 비교집단에 비해 p<0.001로 

수가 높았다. 즉 부모교육이 p<0.01로 어머니의 자기 정,  타인 정에 한 심리  자세에 

향을 미쳤다. 결국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  

자세인 자기 정, 타인 정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연구문제 1은 지지

되었다.

둘째,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  자세 유형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2를 검증하 다.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어머니 60명의 심리  자세 유

형은 부분이 자기 정-타인 정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 즉 자기 정-타인 정이 57명(95%)으

로 비교집단의 45명(75%)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한편 자기 정-타인부정이 비교집단이 7명

(11.7%)으로 실험집단의 1명(1.6%)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자기부정-타인 정은 비교집단이 7

명(11.7%)으로 실험집단의 2명(3.4%)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자기부정-타인부정은 비교집단이 

1명(1.6%)으로 실험집단의 0명에 비해 차이가 있었다. 연구문제 2는 지지되었다.

셋째,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승자  삶의 수 을 높일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3을 검증해 본 결과 승자  삶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p<0.001로 평균 수가 

높았고 패자  삶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p<0.001로 낮은 수이므로 연구문제 3은 지

지되었다.

넷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을 기 로 한 부모교육이 유아교육기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 4를 검증하 다. 실험집단의 어머니들이 양육  부모자아, 성인

자아, 천성  아동자아는 비교집단에 비해 p<0.001로 수가 높았고 비  부모자아와 개작

된 아동자아는 비교집단에 비해 p<0.001로 수가 낮아졌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사 검사의 자아개념 그래 는 NP 주도형으로 한국인 평균상으로 사

회  공존 조하고 응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후 실험집단은 역U형으로 변화

되었는데 이 형태는 따뜻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고방식도 정직하기 때문에 남에게 호감받는 

특징을 나타냈다. 사후 비교집단은 사  비교집단과 동일한 NP주도형으로 나타나 변화가 없

었다. 연구문제 4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어머니 교육이 실험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간에 ‘어머니의 심리  기본자세’와 ‘어머니의 심리  기본자세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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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사람의 심리  자세가 검사 당일의 가정 사정, 자녀와의 계, 기타 여러 가지 요

인 등 심리 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인 어머니들이 

심리 인 자세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한 한계 에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심리 인 자

세에 정 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에 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둘째, 상호교류분석에 기 한 유아교유기 에서의 어머니 교육이 어머니들의 ‘승자․패자’ 

삶의 자세에 정 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어머니 교육이 어머니의 자아개념에 

정 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 한 유아교육기 에서의 어머니 교육이 

어머니의 심리  자세 변화에 정 인 향을 주고, 승자 인 삶의 수 과 자아개념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들을 다른 연구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성인 자아가 심이 되어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세 가지 자아상태를 조화롭게 

기능시키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본 Berne(1961), James & Jongeward(1971), 

Goulding(1979)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상호교류분석을 통한 계에 을 맞춘 김혜연(2002) 등의 연구에서와 같은 효과가 본 

연구에서도 제시되었으며, 생활자세의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한 김흥용(1987) 등의 연구와

도 실험 상이 유아교육기  어머니라는 만 다를 뿐 같은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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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in the 

Kindergarten on the Mother's Life Position, 

Self-concept

Kim, Kyunghw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in the kindergarte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consisted of 60 mothers from a kindergarten in Seoul, was trained by means of a T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10 weeks. (1 week means 1 session lasting 2 hours.) The 

control group, recruited from the same kindergarten, consisted of 60 mothers randomly 

selected from 100 mothers who volunteered. Introduced in 'Born to win' by M. James and 

D. Jongeward was used. The statistics were analyzed by pair-sample and t-test comparing 

mean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mother's life position and in life patterns of the 

winner and the loser and mother's ego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 posi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A parent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other's 4 life 

positions (I'm OK, You're OK, I'm not OK, You're not OK). 

2.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mother's life position patter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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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I'm OK-You're OK, I'm not OK-You're OK, I'm OK-You're not OK, I'm not OK-You're 

not OK). So most mothers changed their life position patterns to 'I'm OK-You're OK' from 

other pattern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fe patterns of the winner and the loser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is means that TA parent 

education changed mothers' life patterns from loser to winner. 4.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e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 children's variable 

such as their age or their sex.

In conclusion, the T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kindergarten mothers was 

effective enough to change mothers' life position positively.

key words : transactional analysis,  parent education, life position, self-conce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