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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의 성찰과 망: 
참가자 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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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은 상담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
교육 내용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참가자들
의 기대와 욕구 파악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참가자의 반응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참가자 관점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 관점 평가는 기존의 제공자 관점 평가와는 달리 프로
그램의 과정 측면을 참가자가 주체가 되어 평가한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실제의 개선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참가자 관점 평가의 핵심 요소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추출하는 것과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관점 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부모들에 대한 이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부모교육 참가자로서의 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평가준거 설정 및 평가도
구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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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 개인의 성장과 교육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무한

책임을 지는 양육자이면서 동시에 최 의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에서 부모 역할의 

요성은 특히 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더욱 강조된다. 장애아의 부모는 보통의 부모역할 

이외에 특수교사로서의 역할,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변자로서의 역할까지 

맡게 되기 때문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0). 장애아 부모와 련된 많은 연구들은 부모가 

한 훈련을 받을 경우, 자녀를 해 매우 유능한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iley, Palsha & Huntington, 1990).  Turnbull과 Turnbull(1986)은 장애아 가족지원 로그

램의 목 은 “(장애아의) 부모에게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언 된 역량강화(empowerment)는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으로서,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동안 특수교육에서 부모교육은 매우 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성에 한 인식과는 다르게 장애아 부모들을 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실제는 기 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아 부모들은 부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한 학기에 1-2회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해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00).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한 

불만요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의 문제와 계없는 내용’, ‘이론 주의 강의’, ‘형식 인 교육’, 

‘강사의 비 부족’ 등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 인 부모들의 반응이 부모교육 

내용과 운 의 개선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이처럼 부모들의 반응과 문가

들의 연구가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에 해 Knox(1980)는 “연결되지도 않고 가까워지

지도 않는 두 기둥”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런 상의 원인에 해 Harman과 Brim(1980)은 부분의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부모들

의 요구보다 문가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에 기 해서 개발되고 운 될 뿐만 아니라, 

로그램에 한 평가 역시 부모들의 이 아니라 문가들의 에서 이 지기 때문이라

고 진단했다. 즉, 부모교육 로그램에 한 평가가 로그램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참가자 

이 아니라, 로그램 제공자의 에서만 이 지는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제

공자 에서만 이 지는 부모교육 평가연구의 문제 에 해 Harman과 Brim(1980)은 “높

은 참석율과 목표치에 한 집단조사를 통해 로그램의 우수성이 입증된 듯 보이지만, 놀랍

게도 우리가 로그램에 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으며, Statham(2000)은 “부모교육

의 과정 에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밝 주지는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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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모교육의 내용에 한 정보 한 부족하다”고 했다. 

어떤 교육 로그램을 평가한다고 할 때의 평가는 교육의 시작에서 종료 시 까지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한 평가를 의미하며, 그 평가 한 다양한 에서 이 져야 한다(이성흠,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부모교육 평가연구들이 부분 제공자 에만 머무르

고 있는 것은 부모교육의 발 을 해서 결코 바람직한 상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제공자  평가의 문제 을 살펴본 후 그 안이라 할 수 

있는 참가자  평가의 용 가능성을 고찰해 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  평

가연구에의 새로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부모교육 평가

1. 부모교육의 정의
부모교육에 한 평가를 논하기 해서는 우선 부모교육에 한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평가 상의 특성과 한 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교육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용어에서도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등이 혼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공통 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따르면,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자녀에 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

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 인 방법을 검토해보고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

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연, 김경희, 1989).  

부모교육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기 도 다양하다. 부모와 비부

모들은 강연, 집단 로그램 참가,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고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도 교사, 종교인, 상담 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시행기  역시 정규 학교, 공공 연수기 , 민간단체, 사회교육시설 등 다양하다

(권이종, 남정걸, 1988).

처음 부모교육의 요성에 주목한 것은 유아교육분야로서 유아기의 부모역할이 자녀의 성

장과 발달에 결정 인 향을 다는 제(이은화, 김 옥, 1999)에서 부모교육의 개념을 체계

화하 으며, 1970년 까지 유치원을 심으로 실질 인 부모교육을 담당하여왔다. 유아교육의 

에서 본 부모교육은 기에는 부모를 가정학습의 조력자로 인식하는 수 이었으나, 재

는 가정복지라는 차원에서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자신을 한 부모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교육이 강조되는  다른 분야로서 특수교육분야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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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부모역할의 특수성에 을 맞추고 있다. 기에는 자녀의 장애

에 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정보 획득, 부모 자신의 죄책감의 극복, 스트 스 해소 등 개인 차

원의 응노력을 돕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지 은 개별화가족지원(individualized family 

support)이라는 개념으로 발 하 다. 즉,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

라 가족의 문제로 악하고 개별 가족의 독특한 욕구에 을 맞춰 지원하는 큰 틀 속에서 

부모교육이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상담분야 역시 부모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모-자

녀 사이의 갈등해결을 한 실  필요에서 출발한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에 한 이해와 효

과 인 화법 등 부모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을 맞추는 쪽으로 발 하여 왔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모교육은 ‘부모 역할’이라는 내용을 ‘교육’이라는 형식에 담아 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서, 재 부모인 사람들과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성인교

육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교육 평가연구 고찰
그동안 이 진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Harman & Brim, 1980).

첫째, 부모의 지식, 태도  행동 변화 측정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

둘째, 아동에게 미치는 향 정도의 측정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

셋째, 다양한 부모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도의 측정을 통한 로그램 평가연구

첫째 범주와 둘째 범주의 연구는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목표로 하는 결과에의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목표는 문가 는 로그램 제공자가 설정한 것이

다. 따라서 이 두 범주는 제공자 에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셋째 범주는 부모교

육 로그램에 한 부모들의 반응에 을 맞춘 것으로서 참가자 에서의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까지 이 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들이 첫째 범주와 둘째 범주, 

즉 제공자 의 평가연구에 속하는 것들이고, 셋째 범주, 즉 참가자 에서의 연구는 매우 

은 것이 사실이다.

제공자 의 평가연구는 부분 특정 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을 상으로 사  사후 검

사를 실시하고, 그 차이를 통해 로그램의 효과성 여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 져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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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공자  평가 연구의 로서, Dreikurs의 민주  부모교육 로그램에 해 

Freeman(1975)은 이 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통제집단의 어머니보다 자녀양육태도에서 

더 민주 인 방향으로 변화하 음을 보고한 바 있다.  Thorn(1984)은 같은 로그램에 참여

한 부모들을 2년 뒤에 조사하여, 80%의 부모가 로그램에서 배운 양육 원리를 용하고 있었

으며, 94%의 부모가 로그램을 통해 배운 방법이 자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

고, 76%의 부모가 로그램을 통해 배웠던 방법을 구체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

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연구의 는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보 된 부모교육 로그램 의 하나인 PET에 해서만 살펴보면, 이 분(1990)은 

PET가 의사소통 유형에 있어서 정 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고, 연미희(1994)는 

PET가 부모-자녀 계에서 어머니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권 주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도

움을 주었고, 부모-자녀간의 친 한 계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공격  언어표 의 감소

에도 부분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혜란(1995)은 PET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언

어통제유형에 있어서 명령지향 , 지 지향 인 언어통제가 감소한 반면 개인지향 인 언어통

제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 다. 

제공자 에서의 평가연구 에는 부모교육의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는 향의 정도를 측

정한 연구들도 있다. 표 인 연구로서 Mckay(1976)는 STEP 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해 

4-13세 아동의 어머니 26명을 통제집단과 로그램 참여집단으로 나 어 자녀의 행동변화에 

한 어머니의 지각을 조사한 결과, 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행동에서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각한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Wantz(1984)의 연구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4-5세 유아의 어머니 11명이 STEP 로그램에 참

여한 후 유아 행동의 의미 있는 향상을 보고하 다.

한편 장애아의 부모들을 상으로 부모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서 공마리아

(1999)는 자폐아동 부모를 상으로 한 부모교육 로그램이 자폐아동의 발달에 효과 일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효율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재경

(1999)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이 아동의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임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부모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해 회의 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 한 사실이다(Harman & Brim, 1980).  

기존의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연구의 문제 으로 지 되는 것으로서, 첫째 로그램의 효

과성이 입증 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로그램의 개선을 해 활용되기 어렵다는 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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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개발되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회

인 개발-시행-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에 해 Knox(1980)는 “각자의 완결성만을 

추구할 뿐 모든 것이 개별 이다”고 지 하 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그램에 한 지속 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가의 기능과 련된 것이다. 

즉, 기존의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가 로그램 과정상의 다양한 요소들에 해서는 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직 결과에만 집 함으로써 평가의 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형성평가

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다. 우리가 부모교육 로그램에 해 평가를 하는 것은 

로그램의 순 를 매기기 해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로그램을 만들기 해서라고 할 수 있

는데, 그러기 해서는 총합평가보다는 형성평가의 기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쉽

게도 지 까지의 부모교육 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해 Harman과 

Brim(1980)은 “사실상 많은 연구들이 로그램의 내  역동성보다는 효과 자체를 조사하여 왔

는데, 그것은 부모교육에 한 평가  심이 수단보다는 목 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평

가에 있어서 수단과 목 , 과정과 결과  어느 쪽이 더 요한가를 따지는 것은 자칫 무의미

한 일이 될 수 있다. 유용한 평가를 해서는 양자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에서 결과에 한 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교육의 실제를 진보

시키려는 목 과 련지어 봤을 때, 결과에 한 평가에만 치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모교육 평가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연구의  다른 문제 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평가연구들이 

문가 는 제공자가 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거만을 용함으로써 부모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인교육으로서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 했듯이 부모교육은 성인교육의 한 분야이다. 그런데 성인교육은 단순히 그 

상이 성인이라는 것 이상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의 가

장 큰 특성은 자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Knox, 1980). 학교에 다니는 아동 는 청소년은 ‘싫

어도 듣지 않을 수 없는 청 ’인 반면, 성인 학습자는 참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

로서 모자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부모가 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 감에서이다. 부모들은 등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이 아닌 것

이다. 다른 성인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로그램

은 일종의 서비스 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은 각자의 고유한 욕구와 동기에 따라 부

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지 부모교육 로그램 제공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목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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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맞추기 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를 들어, 부모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

으로 하는 부모교육 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부모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면 로그램 제공자에게는 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인식될 것

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좋은’ 는 ‘만족할만한’ 부모교육 로그램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

닐 수 있다. 왜냐하면,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다른 평가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교육에서 로그램 제공자와 참가자의 계가 학교교육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계와는 다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교육에 한 역사  고찰에 따르면, 부모들은 부모교육에 임하면서 매우 이 인 욕구

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로서 무능하다는 것을 제로 문가 

는 ‘자신보다 훌륭한’ 부모로부터 자녀양육과 련된 정보, 지식, 충고, 지침 등을 얻고자 하

는 의존  욕구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한’ 부모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자신의 자녀양육방식이 강화되기를 원하는 자기 확신에의 욕구도 갖고 있다

는 것이다(Schlossman, 1976). 그리고 부분의 ‘성공 인’ 부모교육 로그램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부모들의 욕구를 정확히 악하고 충족시켜  로그램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가장 

리 보 된 부모교육 로그램 의 하나인 PET에 해서 이 로그램의 자인 Gordon(1975)

은 “자녀의 행동에 한 이해심이 커지고 민주  태도가 증가한 ”과 같은 구체  효과를 언

하고 있지만, Doherty와 Ryder(1980)는 “PET는 연령, 교육수 ,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는 부모-자녀간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한 기술  계로 설명하려 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문화  배경을 무시한 채 단순한 공식을 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히려 PET의 

‘효과’는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이 직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부모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 이다.”고 한 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매우 다양한 욕구와 동기를 가진 성인학습자로서 그

들만의 독특한 평가 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부모교육 평가가 제공

자 에서만 이 짐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부모교육 로그램 평가는 형성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로그램의 실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성인학습자로서의 

부모들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 채 제공자 에서만 평가를 진행했다는 문제 을 안고 있

다. 이런 문제 들은 기술 인 근보다는 평가에 한  는 패러다임의 환을 통한 

근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제공자  평가와는 다른 근 방식, 



254  아시아교육연구 8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 참가자 에서의 평가에 한 심과 함께 이에 한 극 인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할 수 있다. 

Ⅲ. 참가자 관점 평가

1. 참가자 관점 평가의 의미
참가자  평가는 교육 로그램을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참가자 

 평가에 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성인교육 분야라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 하지 

않다. 성인교육에서 로그램 평가에 한 심이 확 되면서, 이 에 주로 로그램 효과성 

평가에만 머무르던 것이  로그램의 품질을 포 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확산되

고 있다. 이는 성인교육기 에 한 책무성의 요구가 커지고, 교육 참가자들의 상이 높아지

는 것과 무 하지 않다(오 진, 2000).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인교육 로그램의 품질은 평가의 주체에 따라 다른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로그램 운 자, 로그램을 후원하는 정부나 기업, 로그램 참가자, 교육평가 

문가 등이 모두 로그램의 품질을 단하는 주체로서 나름 로의 을 가질 수 있다. 그 

에서도 직 인 이해당사자로서 뚜렷이 립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두 주체는 교육 제

공자와 교육 참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동의 목 을 가지고 교육의 장에서 만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교육 상에 한 평가에 있어서는 사로 다른 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참가자 의 평가 은 제공자 의 평가 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공자 의 평가 은 교육 제공자들에 의해 정해진 목표를 교육 참가자들이 

얼마만큼 효율 으로 달성했는가에 따라 로그램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이러한 목표들

이 교육을 통해 효율 으로 성취될 때 품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도 주로 이러한 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참가자 의 평가 은 교육 참가자가 교육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가 아니라,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더 큰 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Scriven(1981)은 참가자 의 평가자는 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련 제품의 목 을 

그 개발자가 제시하는 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목 달성이 수혜자(참가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를 단해야 한다고 하 다. 이는 곧 평가의 목 이 로그램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 향상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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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제공자 관점 평가 교육 참가자 관점 평가
평가 준거 교육목표 달성 여부 참가자의 욕구, 동기
평가 내용 결과에 중점 과정에 중점
평가 주체 교육 제공자 교육 참가자
평가 목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프로그램의 개선, 참가자의 만족
평가 기능 총합 평가 형성 평가

<표 Ⅲ-1> 교육 제공자  평가와 교육 참가자  평가의 비교

일반 으로 평가는 어떤 로그램의 가치 는 장 을 결정하기 하여 많은 증거 자료를 수

집하고 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Cangelosi(1991)는 평가를 생산품, 과정, 인  

자원, 조직  자료수집의 질, 가치, 효과성, 는 향에 한 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부분의 평가에 한 정의는 로그램의 가치를 단하려는 사람에게 로그램과 련되는 정

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이론  토 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분의 평가모형들

은 되도록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한 방안으로서 교육 단계별, 상별 평가 역을 포함

시키고 있다. 표 인 로서 ‘맥락-투입-반응-결과(Context-Input-Reaction-Output: CIRO)모

형’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반응’평가 역이란 곧 교육 참가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역으로

서 참가자 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해 이성흠(2005)은 “참가자 에서의 

평가는 로그램의 변경, 내용의 재설계 등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에서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 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부모교육 평가의 문제 으로서 평가결과가 로그램의 개선에 도움

이 되지 못한다는 과 부모교육 참가자로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욕구와 동기가 제

로 반 되지 못하는 을 지 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평가에 한 의 문제를 든 

바 있다. 그 다면 그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서 참가자 에서의 평가에 심을 가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참가자 의 평가는 형성평가

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욕구와 동기를 평가 거로 삼고 있다는 에서 부

모교육 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참가자 관점 평가의 실제와 문제점
참가자  평가의 실행과정은 체로 ‘평가 거 설정 - 평가문항 선정 - 자료수집(평가) - 

해석’의 단계로 구성된다(이성흠, 2005). 평가 거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 상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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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효과성 5 5 5

강사의 전문성 5 3 4
내용의 충실성 4 5 3

편의성 3 4 5
총점 17 17 17

<표 Ⅲ-2> 참가자  평가 결과의 가상 비교(5  리커트 척도)

여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그 상의 성패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단할 것인가

를 제시해주는 내용  기 을 가리킨다. 그리고 평가문항은 이러한 평가 거에 한 평가

상자의 반응을 담아내는 가장 작은 단 의 도구를 말한다(Keller, 1996). 를 들어, 부모교육 

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이 ‘강사의 문성’을 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것은 평가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사는 부모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

는 질문은 평가문항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참가자  평가에서의 평가 거와 평가문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로그램의 역  참

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hillips, 1997). 특히 Robinson과 Choper(1979)은 참가

자  평가는 로그램의 내용과 과정에 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하여 특정 

로그램 평가를 한 ‘특화된 질문(specific question)’을 포함시켜야 함을 지 하고 있다.

자료수집(평가) 단계에서는 얼마나 표성 있는 표집을 추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솔

직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핵심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성흠, 2005). 를 들어, 8

회기로 구성된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1

회기를 마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8회기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은  다

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1회기를 마친 상태에서는 아직 로그램의 내용에 충분

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반면, 8회기까지 다 마친 시 에서는 

로그램에 불만인 부모들은 제외된 상태에서 로그램에 해 호의 인 부모들만을 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그램을 막 끝낸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개별 으로 조사를 하는 것 역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가자  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것은 평가의 목 이 로그램

의 효과성 입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거사이의 차이 비교를 통해 해당 로그램의 상

 강 과 문제 을 발견하는데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어떤 평가자가 악한 부모교육 

참가자의 평가 거가 ‘효과성’, ‘강사의 문성’, ‘내용의 충실성’, ‘편의성’이라고 하고, 이를 바

탕으로 A, B, C 세 가지 부모교육 로그램을 평가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나왔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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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A, B, C 세 로그램 모두 효과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제공자 의 평가 다면 그것만으로 세 로그램 모두의 효과성

이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는 종료될 것이다. 하지만, 참가자  평가에서는 평가

거별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 표를 놓고 봤을 때, A 로그램은 강

사의 문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편의성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B 로

그램은 내용의 충실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강사의 문성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

를 받았으며, C 로그램은 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내용의 충실성에서는 가

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로그램의 개발자 는 운 자에게 매우 요

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즉, A 로그램의 경우는 교육여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 로그램의 경우는 로그램의 내용에 비해 강사의 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

후 강사의 선발과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고, C 로그램의 경우는 교

육여건은 만족스럽지만 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자체에 한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이런 평가 거별 차이를 무시한 채 총  는 효과성 거에만 을 맞춘다면, 이는 참

가자  평가의 목 과 가치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지는 참가자  평가의 문제 으로서 가장 빈번히 지

되는 것은 평가결과 자료가 주 이며, 개인  편견이 측정을 과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는  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 인 견해의 상당 부분은 부 한 평가 방법, 평가자료 활용에 한 

무 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Bramley & Newby, 1984). 즉, 참가자 

의 로그램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재 수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참가자 평가의 문제 에 해 

Carnevale, Gainer 그리고 Villet (1990)은 “참가자를 상으로 한 로그램 평가 질문지가 비

공식 인 평가자료지(worksheet) 수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평가가 로그램의 종료

를 한 하나의 의식  기능(ritual function)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에 참가자들에 의한 로그램 평가 결과는 주 이고 의미 없는 자료로 평가 하되는 경우

가 많다”고 지 하고 있다. 이는 참가자 의 로그램 평가 연구가 제 로 인정받지 못하

는 이유 의 상당 부분이 평가도구의 문제에 있음을 직 으로 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참가자 의 평가 연구는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뿐만 아니라 

이들 측정도구의 일반 인 유용성에 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Faerman과 Ban(1993)의 주

장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참가자 의 로그램 평가도구의 요성과 련하여, 

Keller(1996)는 “이러한 평가도구는 로그램에 한 참가자의 태도와 감정을 포함하여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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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내용의 유용성, 강사의 효과성, 로그램에서 사용한 자료의 질 등에 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참가자  평가도구가 유용하고 의미 있는 도구가 되기 해서 수해야할 사항과 련하

여 Hamblin(1974)은 “참가자의 반응은 복잡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 평가자는 선택 이어

야 하고, 선택을 한 거(criteria)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평가의 목 과 자료수집 방법

에 한 사려 깊은 결정이 없다면, 평가자는 참가자의 즐거움(happiness)을 측정하는데 만족해

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평가도구의 제작에 있어서 한 평가 거의 설정이 무엇보

다 요함을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참가자  평가의 핵심 인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평가 거 설정과 참가자의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3. 참가자 관점 평가연구 고찰
로그램 참가자의 반응을 통해 로그램의 과정  측면을 평가하기 해서는 한 평가

거 설정이 요함을 밝힌 바 있다. 참가자  평가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평가 역별로 평가 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로서, Darkenwald(1989)는 성인교육에 있어서 인간 계와 련된 사회  환경의 

요성에 입각해서 성인교실환경척도(Adult Classroom Environment Scale: ACES)를 개발하

다. 이 척도는 다음의 7가지 거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참여성을 강조하는 

성인교육의 이념이 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각 차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Darkenwald,1989).

① 참여성 : 학습자들이 수업에 만족하고 교육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정도

② 긴 성 : 학습자들이 서로 좋아하고 극 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

③ 교사의 후원 : 학습자에 한 교사의 지원, 격려, 심, 우정의 정도

④ 과업지향성 : 학습자와 교사가 과제와 가치실 에 을 맞추는 정도

⑤ 개인 인 목표달성 : 학습자에게 그들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

의 융통성 정도

⑥ 조직화와 명확성 : 수업활동이 명확하게 잘 조직된 정도

⑦ 학습자의 향력 : 교사가 학습자 심 이고 학습자로 하여  교과기획 과정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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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정도

여기에 제시된 7가지 거는 곧 학습자들이 인간 계의 측면에서 성인교실환경의 질을 평

가하는 거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성인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구를 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

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런 로서 오 진(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교육기  이용자들을 상으로 성인교육 로그램에 한 평가 거 

요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성인교육 참가자들이 ①학습자 본  교육의 효과  지원, ②교육

계자의 사회  사명감, ③신뢰성, ④교육자원 활용의 용이성, ⑤긴 성, ⑥기 의 미  감각, 

⑦교육 계자의 용모 순으로 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참가자  평가가 이론의 틀을 실에 용하는 연역  근이 아니라, 

구체  상으로부터 평가 거를 개념화하는 과정을 따르는 귀납  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부모교육 로그램을 참가자 에서 평가한 연구의 로는, 미국 미네소타주 아동․

가족․학습부(Minnesota State Dep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1998)에서 실시한 

부모교육평가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환경, 자원, 교육자라는 세 가지 역에 

해 참가자 에서의 평가를 실시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평가척도는 33문항으로 구성된 5

 리커트 척도 질문지로서 구체 인 문항들은 <표Ⅲ-3>에 제시되어 있다(Early Childhood 

Family Education Program: Quality Indicators, Participant Questionnaire, Evaluation Forms 

and Resources, 1998).

이 평가척도는 평가문항들을 환경, 자원, 교육자의 세 역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평가 거

라기보다는 문항들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 역의 경우, 성격이 다른 문항들이 같

은 역에 포함된 것과 같이 평가도구로서의 타당도에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의  다른 로서 뉴욕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부모참여 로

그램 1991-1992 평가’(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1994)를 들 수 있다. 이 평가보고서

는 참가자 의 평가를 해 평가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비형식  면 (informal interview)

을 사용하 다. 다만, 면 자를 한 지침에 다음과 같은 질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 강사는 로그램의 실행을 해 한 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  배경이 다른 부모들을 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했습니까?

․ 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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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환경

1. 교육 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편안하다.
2. 교육 장소의 물리적 환경은 참가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3. 교육 장소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4. 교육 장소는 참가자 수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지 않다.
5. 교실 배치는 참가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6. 집단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유롭고 경직되지 않다.
7. 집단에서 상호 존중, 신뢰, 책임감 등이 느껴진다.

자원
8. 사용되는 자료는 프로그램의 철학, 목적, 목표와 일치한다.
9. 사용되는 자료는 다문화적이고, 양성 평등적이며, 장애와 사회경제적 계층을 배려한다.
10. 자료는 아동 발달, 부모-자녀 관계, 가족 관계, 가족 체계 이론 그리고 부모교육에 관

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11. 자료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부모들에 맞춰 평가되고 조정된다.

교육자

12. 교육자는 학습과정의 의제를 설정하고 안내하는 단계에서 부모들을 참여시킨다.
13. 교육자는 아동 발달 및 부모자녀 관계의 원리에 부모들의 특수한 경험을 연결시킨다.
14. 교육자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15. 교육자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발달에 관해 갖고 있는 기대를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16. 교육자는 부모들이 자신과 가족의 강점을 깨닫도록 격려한다.
17. 교육자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가치, 요구 및 행동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8. 교육자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 자녀, 그리고 가족생활에 관한 적절한 발달 목표를 세

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19. 교육자는 부모들이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격려한다.
20. 교육자는 부모들이 자신의 원가족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1. 교육자는 매회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22. 교육자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며, 부모들의 수준에 따라 교수법을 조정한다.
23. 교육자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24. 교육자는 부모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심사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25. 교육자는 부모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간다.
26. 토론은 유연하게 진행되며, 즉각적인 욕구표현의 기회가 보장된다.
27. 교육자는 부모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28. 교육자는 필요할 경우 토론 중에 나온 생각들을 분명하게 정리해준다.
29. 교육자는 부모들에 대해 비판단적이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다.
30. 교육자는 부모들 개개인을 존중하는 모델을 보인다.
31. 교육자는 부모들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다.
32. 교육자는 부모들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지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3. 교육자는 부모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가정방문을 제안한다.

<표 Ⅲ-3> 미국 미네소타주 부모교육 평가척도

․ 이 로그램 이외의 다른 로그램들과도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 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없었습니까?

․ 로그램의 운 이 한 방식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로그램 참가와 련하여 지자체, 학교 등 련 기 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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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질문 목록은 참가자 의 평가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평가도구의 역할을 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 들은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평가를 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어려움에 해 Statham(2000)은 “지 까지의 시도들의 가장 큰 문제 은 평

가 상인 부모들의 특성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라고 지 했다. 즉, 상당수의 

참가자  평가들이 부모들의 욕구와 기 에 한 면 한 분석 없이 일반 인 특성 는 정

보에 근거해서 참가자들의 평가 거를 ‘추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한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참가자  평

가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그 출발 이 평가자 는 연구자가 아니라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자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일반 인 평가 거 는 평가문항이 특정 

상에 용 가능한가가 아니라 특정 상에 맞는 평가 거를 바로 그 상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참가자  평가의 문제 은 평가도구의 문제에 있음을 언 한 바 있다. 그리고 핵

심 인 두 가지 요소로서 한 평가 거 설정과 참가자의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들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부모교육 평가에 용하는 것과 련하여, Statham(2000)

은 “부모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다가가는지가 평가의 타당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

가 상에 한 깊이 있는 이해와 참여가 참가자  평가의 핵심임을 언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의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부모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바탕으로 평가 거  평가문항이 개발되었을 때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Ⅳ. 맺는 말

특수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부모교육의 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음에도 실제 부모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모교육의 

내용 구성과 진행방식은 문가들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들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배워야만 하는 것’을 우선시하 다. 그 결과 성인학습자로서의 부모들의 특성이 제 로 고려

되지 않았으며, 부모교육에 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을 극복하기 한 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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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존의 제공자  평가 신 참가자 에서 로그램을 평가하는 새로운 근은 주

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참가자  평가의 의미와 문제 , 부모교육에의 

용 가능성을 문헌연구와 연구사례 고찰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참가자  평가는 부모교육 

로그램의 과정측면에 한 평가이며, 평가의 주체가 로그램의 소비자라는 에서 기존의 

제공자  평가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곧바로 부모교육 로그램의 내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 이 Harman과 Brim(1980)은 

재 이 지고 있는 부모교육에 해 “(부모교육 내용은) 문가들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슈퍼마켓’식 근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교육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교육내용을 불문하고 참

가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얻어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뭔가를 얻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로그램의 개선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해서도 참가자 의 평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평가가 필요한  다른 이유로는 부모교육이 성인들을 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의 한 형태라는 을 들 수 있다. 성인교육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교육과 달리 ‘서비스’ 는 ‘상품’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오 진, 2000).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상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 지는 교육은 성인으로의 성장을 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인 것으로서 ‘교수-학습’과정이 제 로 이 지는가가 주된 심사인 반면, 성인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이 지는 것으로서, ‘교수-학습’과정 이

외의 다른 욕구의 충족도 요한 심사가 될 수 있다. 성인 학습자는 학습의 욕구만을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기본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교

육방법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운 체계, 시설, 설비, 비용, 인간 계 등이 상

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여를 포기하거나, 참여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

제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동기에 한 조사에 의하면, 특정한 교육 내용과는  

련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호기심, 사회생활을 연장하려는 욕구, 참여치 않

음으로써 소외되거나 뒤지는 것에 한 불안, 동료들의 압력, 새로운 활동에 한 추구 등이 

포함된다(Knox, 1980). 따라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인학습자

로서의 부모들의 욕구를 잘 악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의 운 과정에 반 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해서라도 참가자 의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가자  평가의 문제 은 개념 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인 차원에 존재한다. 즉, 참가

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 ,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정확히 반 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

구의 개발이 어렵다는 이다. 이제까지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평가가 제 로 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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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이유 역시 한 평가 거의 설정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도구 개발에 문제가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에 해 Statham(2000)은 “참가자인 부모들에 

해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인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근거해서 피상

으로 근한 것이 문제”라고 지 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에서 참가자  평가가 활

성화되기 해서는 일반 성인학습자와는 구분되는 부모교육 참가자로서의 독특한 욕구와 기

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평가 거와 평가도구는 새로운 에서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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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n parent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With regard to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1)Ho-Joon Lee*

Parent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field in special education, infant 

education, and youth counseling. It is a program designed to deliver education on parent roles 

to adults, with various studies having been carried out up to date. Howev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reported by participants tends to be not as high as expected. This is be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participants, and also because their 

responses are not properly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executing the program. 

To solve this problem, a new evaluation approach, that is, evaluation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may be taken.

The evaluations reported by participants reflect the perceived quality of the program's process, 

which differs fro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uch evaluations have the meaning of 

formative evaluation because they offer useful information to improve the program, and the 

meaning of summative evaluation because they offer guidance to decision makers and potential 

customers. The evaluation consists of items measuring the participant's level of interest to the 

contents of the program, perceived quality of materials, environment and equipments, and 

their response to the educators.

In the field of parent education, the evaluation from participants' perspective has not been 

the focus of attention. Yet there were some noteworthy studies such as the evaluation research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carried out by the Minnesota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in 1998. In this study, participants evaluated three categories of the 

program including environment, resources, and educator. Another example is a study by the 

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on the evaluation of a parent participation program from 

1991 through 1992. This research employed the method of informal interview.

* Assistant Profess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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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in the evaluation from participants' perspective lies in the inadequacy of the 

instruments used. Most critiques on this approach point to the lack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struments. Insufficient insight into the parents' needs may be contributing to such 

shortcomings in this field. Therefore, it is critical to develop valid and reliable measures based 

on careful understanding of the parents or participants in the program.  

Key words: parent education, evaluation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