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요약

부모교육 평가척도 개발: 참가자 의 용

1)이호준(李鎬俊)*

본 연구의 목적은 참가자 관점을 적용한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26문
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효과성', '충실성', '참여성', '신뢰성', 
'편의성'의 5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준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문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싶은 욕구(효과성),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가 자신보다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친절한 전달자이기를 바라는 욕구(충실성), 교육과정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발언하
고자 하는 욕구(참여성), 기관에 대한 신뢰의 욕구(신뢰도)그리고 이용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편의성)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함으
로써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SQ와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주요어 : 부모교육, 참가자  평가, 평가 거

Ⅰ. 서론

부모교육은 청소년상담,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성에 한 인식과는 다르게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만족도는 그 게 높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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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0). 우리나라 부모들은 부모교육에 한 불만의 이유로서 ‘자

녀의 문제와 계없는 내용’, ‘이론 주의 강의’ 등을 꼽았다(류승도, 2001). 이런 상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Keniston(1977)은 “지난 몇 십년간 (미국에서) 부모교육이 많은 사

람의 가족 문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다는 낙 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교육에 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해 Harman과 Brim(1980)은 

부분의 부모교육 로그램들이 부모의 요구보다 문가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에 기 해

서 개발되고 운 될 뿐만 아니라, 로그램에 한 평가 역시 부모들의 이 아니라 문가

들의 에서 이 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로그램 평가에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참

가자의 이 반 되지 않음으로써 로그램의 장단   새로운 로그램에 한 참가자들

의 요구를 악하지 못한 채 로그램이 개발, 운 , 평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제공자 에서만 이 지는 부모교육 평가의 문제 에 해 Harman과 

Brim(1980)은 “높은 참석율과 목표치에 한 집단조사를 통해 로그램의 우수성이 입증된 듯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로그램에 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으며, Statham(2000)

은 “( 재의 부모교육 평가연구들이) 부모교육의 과정 에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여 그와 같

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밝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자 에서의 부모교육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 히 제기

되어 왔다(Harman & Brim, 1980). 참가자 에서의 평가는 로그램의 내용  운 과정에 

한 참가자들의 반응에 근거한 평가로서 일종의 형성평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흔

히 참가자 의 평가는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측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

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Keller(1996)는 “참가자 의 

평가는 로그램의 질 개선을 한 계속 인 피드백 자료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게 

건설 인 제안을 할 수 있게 해 다는 의미에서 요하다”고 하 고, Pont(1996)는 “새로운 

로그램에 한 참가자의 제언은 로그램이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와 장래 참가자들을 

한 개선사항 등과 련하여 매우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 다. 이처럼 참가자 의 

로그램 평가는 로그램 설계자에게 효과 인 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에게는 해당 로그램의 지속, 단, 개선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연구가 극히 제한 이었던 

것은 측정의 객 성과 신뢰성에 한 문제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교육 로그램을 참가자 에서 평가한 연구의 로서 미국 미네소타주 아동․가

족․학습부(Minnesota State Dept. of Children, Families, and Learning, 1998)에서 실시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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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참가자 에서 환경, 자원, 교육자라는 세 가지 역

에 해 평가를 실시하 지만, 각 역에 속한 문항들의 성격이 모호하여 평가도구로서의 타당

도에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는 지 을 받은 바 있다.  뉴욕 교육청에서 실시한 ‘부모참여 

로그램 1991- 1992 평가’(New York City Board of Education, 1994) 역시 참가자 에서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가보고서 역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평가척도 

신 비형식  면 지(informal interview form)만을 사용함으로써 극히 제한 인 정보만을 제

공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자  평가의 문제 에 해 Carnevale, Gainer 그리고 Villet (1990)은 “참가자

를 상으로 한 로그램 평가 질문지가 비공식 인 평가자료지(worksheet) 수 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참가자들에 의한 로그램 평가 결과는 주 이고 의미 없

는 자료로 평가 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 하고 있다. 이는 참가자 의 로그램 평가 

연구가 제 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의 상당 부분이 평가도구의 문제에 있음을 직 으로 

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참가자 의 평가 연구는 평가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에 우선 으로 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Faerman과 Ban(1993)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즉, 참가자  평가연구의 활성화를 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모들에게 실질 인 도움을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의 개발 

는 개선을 해서는 참가자 의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

가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 즉 참가자 을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평가척도

를 개발하고 타당화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평가연구를 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 이

게 개발된 평가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모들의 부모교육에 한 평가 거

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척도는 향후 부모교육에서 참가자들의 욕구와 기 가 반 된 

로그램의 개발  참가자 에서의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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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1) 문항 수집 

평가척도 개발의 첫 단계로서 비문항을 수집하 다. 상은 일반학교 학부모 81명, 특수학

교 학부모 58명 그리고 국의 청소년상담센터의 부모교육 로그램 참가자 157명 등 총 296명

이었다. 이들을 상으로 설문  면 을 통해 부모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교육 평가문항

을 수집하 다. 설문은 1)부모교육에 참가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2)만약 

어떤 부모교육 로그램이 좋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3)이제까지 참여한 

부모교육 로그램에서 가장 아쉬웠던 은 무엇인가? 에 해 자유롭게 답하도록 개방형 설문

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자  약 5%에 해당하는 14명에 해서는 세 차례에 나눠서 소그

룹 면 을 실시하 다. 면 은 주로 설문에 한 응답  모호한 부분을 확인하고 부모들이 로 

표 하기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최 한 발굴하기 한 목 으로 실시하 다. 부모들의 반응은 연

구자의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그 로 기록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

척도의 문항  부모교육과 련된 것들을 추가하여 총 92개의 비문항을 수집하 다. 

2) 비설문조사

두 번째 단계는 비설문조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수집된 체 비문항들에 

한 문가 5명의 평정을 통해 부모교육 평가척도로서 하다고 단되는 문항을 선정하도록 

하 다. 이 때 평정자들에게는 이  연구들에서 검토된 문항작성 지침(이성흠, 2005)에 따라, 

부모교육평가와의 련성, 질문의 정확성, 용어 수 의 성, 다른 문항과의 복성 여부 등

과 같은 평정기 을 제시하 다. 

개별 인 평정결과를 취합한 다음, 5명  4명 이상이 ‘ ’로 평가한 문항은 우선 으로 채

택하고, 3명이 ‘ ’로 평가한 문항은 평정자들과의 의 후 내용을 보완하여 채택하 으며, 2

명 이하가 ‘ ’로 평가한 문항은 제외하 다. 그 결과, 60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비설문지를 제작하여, 국 청소년상담센터 10곳의 부모교육 로

그램에 참여하는 부모 257명을 상으로 비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비설문조사 상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  8명(3.1%), 30  161명(62.6%), 

40  84명(32.7%), 50  이상 4명(1.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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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분석  척도개발

세 번째 단계는 비설문 결과분석과 척도 개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요인구조를 확인하

고 최종문항을 추출하기 하여 비설문 60문항을 상으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축요인추출모델에 따라 요인을 추출하 으며 직교회 (Varimax)을 사용하 다. 그 결과 고

유근이 1이상인 요인 5개를 추출하 으며,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과 요인부하

량이 작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26문항으로 정리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  리커트 척도의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 다(부

록1 참조).

2.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타당화

1) 상 

평가척도 타당화 연구를 한 조사 상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개발한 ‘자녀의 힘을 북돋우

는 부모’ 로그램 참가자 69명, PET참가자 27명, APT참가자 26명, 청소년상담센터 주최 부모

교육 강연회 참가자 119명, 장애인 회 부모교육 로그램 참가자 25명, 그리고 특수학교 강연

회 참가자 14명 등 모두 280명이었다.

2) 도구

타당화 연구를 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와 ‘참가자 

만족도 질문지(CSQ;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가 사용되었다.

CSQ는 Larsen, Attkisson, Hargreaves 그리고 Nguyen(1979)이 개발한 것으로서 상담을 포

함한 여러 분야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해 가장 리 쓰이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단일 요

인 8개 문항으로 구성된 4  리커트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척

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SQ의 신뢰도는 .91이었다.

3) 실시  분석

조사는 부모교육 로그램의 경우 3회기 이상 진행된 집단 참가자들을 상으로 로그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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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전체 효과성 충실성 참여성 신뢰성 편의성
Cronbach' α .921 .894 .882 .862 .714 .586

<표 1> 요인별 신뢰도 n=280

가 끝난 후 실시하 으며, 부모교육 강연회의 경우에는 강연회 종료와 함께 바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처리는 SPSS 12.0과 AMOS 5.0을 통해 이 졌다. 이  SPSS 12.0은 평

균, 빈도 등 기술  통계와 신뢰도  공인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으며, AMOS 5.0은 확인  

요인분석을 해 사용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평가척도의 요인구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척도는 5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

하고 있는 문항들의 공통 인 의미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 다. 

요인1은 부모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이 기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와 

련된 요인으로서 ‘효과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2는 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달하는 강사의 비성, 태도 등을 통해 참가자

들이 느끼는 강의 반에 한 만족도와 련된 요인으로서 ‘충실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3은 로그램 참가자들이 로그램의 내용구성  운 과정에 얼마나 주체 이고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와 련된 요인으로서 ‘참여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4는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에 한 체 인 신뢰도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운

반에 한 만족도와 련된 요인으로서 ‘신뢰성’이라고 명명하 다.

요인5는 주로 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의 여건과 련된 요인으로서 ‘편의성’이라고 명명하 다.

2.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5개 요인을 설정하고 검사도구 체의 신뢰도와 각 요인별 신뢰도를 

구하 다. 그 결과 체 신뢰도는 .921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효과성, 

충실성, 참여성 요인은 .894 - .862로 비교  높게 나타났지만 신뢰성 요인은 .714, 편의성 요인

은 .58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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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χ²/df P NF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 667.832 289 2.311 .000 .888 .925 .933 .052

<표 2> 확인  요인분석 합도 지수 n=280

3. 구인 타당도 

평가척도 개발단계에서 밝 진 5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AMOS 

5.0을 활용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χ²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χ²검증의 경우 무 엄격하여 표본 크기의 향에 민감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 이 있다(노형진, 2003). 합도 지수는 측된 분산공분산 행렬과 모

델로부터 재 된 분산공분산 행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단하는 기본 인 통계량으로서 

다양한 합도 지수를 제시함으로써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특히 합도 지수는 모델이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 만을 이분법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합도를 연속량으로 단함으로써 모델의 상 인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여러 합도 지수 에 최악의 모델과 비교하여 이론 모델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상  합도 지수로는 NFI(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가 있다. 

그리고 이론 모델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으로 평가하는 표 인  

합도 지수로는 GFI(Goodness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가 있다. 이 에서 표본 크기의 향을 덜 받으면서 모델의 간

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는 TLI와 RMSEA이다. 여기서 TLI는 NNFI(Non-Normed Fit Index)와 동

일한 것으로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  

합도 지수와  합도 지수를 모두 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반 으로 χ²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즉 가설을 채택할수록 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 χ²의 값은 클수록 합도가 하지 않아 모형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며, 

χ²/df값은 5이하면 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χ²/df 값이 2.311로 비교  만족할

만한 수 을 보 다.

NFI, CFI 등은 모형의 모든 변인들 간에 상 이 없다고 가정하는 독립 모형을 비교 상으로 

해서 연구자가 가정하는 모형의 합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합도가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Kline, 1998). 본 연구에서 NFI는 .888, CFI는 .933으로서 가설 모형이 합

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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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는 추정오차의 평균으로서 찰값과 모델 분산공분산 행렬의 합도 정도를 알려

다. Brown과 Cudeck(1993)은 .05이하일 때 좋음, .05-.08 사이면 다소 좋음, .08-.10 사이는 보통

으로 단하고 .10보다 크면 그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 다. 홍세희(2000)

와 노형진(2003)의 경우도 .08이하면 합도가 높으며, .10이상이면 모델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RMSEA가 .052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제시된 지표들  NFI와 CFI가 갖는 구체 인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26개의 찰변인(문항)들이 5개의 잠재변인(구인 는 요인)  어느 하나에 속

하며, 다른 요인들로부터 받는 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델이 26개의 찰변인들 간에 아무 계가 없다고 가정하는 모델, 다시 말하면 26개의 각기 

다른 구인 측정을 한 개별검사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는 모델에 비해 얼마나 실제 데이

터에 잘 부합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FI와 CFI 값이 각각 .888, 

.933이라는 것은 26문항 26요인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부합하는 정도를 0이라고 봤을 때, 이에 

비해 26문항 5요인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부합하는 정도(모델의 양호도)가 88.8%, 93.3%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TLI와 RMSEA는 26개의 찰변인과 5개의 잠재변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26문항 5요인 모델이 그와 같

은 완벽한 모델에 얼마나 근 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LI가 .925라는 것

은 완벽한 모델이 100% 데이터를 설명해 다고 봤을 때,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은 92.5% 설명

해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RMSEA가 .052라는 것은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과 실제 데이

터 사이의 오차가 차지하는 비 이 5.2%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설정한 26문항 5요인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결과, 

최악의 모델(26문항이 독립 이라고 가정하는 모델)에 비해서도 상 으로 양호할 뿐만 아니

라, 최 의 모델을 기 으로 봤을 때도 기 치 이상이거나 기 치에 근 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평가척도에 하여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4. 공인 타당도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가장 리 쓰이고 있는 참가

자 만족도 질문지(CSQ)와의 상 을 구하 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735(p<.01)의 

유의한 상 을 보 다. 



부모교육 평가척도 개발: 참가자 관점의 적용  20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체 효과성 충실성 참여성 신뢰성 편의성
CSQ .735** .756** .734** .548** .467** .136**

**p<.01

<표 3> CSQ와의 상 n=280

공인타당도는 거타당도의 일종으로서 재 공존하는 어떤 기 변인과의 계 속에서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인타당도 검증의 방법으로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기 변인 측정결과와의 상 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타당도 검증의 기본 심은 도

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기 변인을 얼마나 잘 언해주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의 결과를 해석한다면,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체 수와 

CSQ의 상 이 .735라는 것은 두 변인의 체 분산  54%(0.735²=0.54)가 서로 공유되었거나 

CSQ 분산의 54%가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  요인과의 상 을 살펴보면, 효과성 요인과의 상 은 .756이고, 충실성 요인과의 상 은 

.734로서 이들 두 요인은 부모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세 요인들은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설명해주는데 있어서 그 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머지 세 요인들이 무의미한 요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는 단순히 만족도만을 측정하기 한 도구

가 아니라, 부모교육의 과정  측면 반에 한 참가자 의 평가를 한 도구이기 때문이

다. 즉, 의 결과는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에 있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

해주는 요인은 효과성과 충실성이지만, 나머지 세 요인 즉 참여성, 신뢰성, 편의성 요인 역시 

다른 측면을 설명해 다는 에서 나름 로의 의미를 갖는 평가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Ⅳ.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참가자 의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 5요인 구조의 26문항으로 구성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하 으며, 다

섯 요인들은 ‘효과성’, ‘충실성’, ‘참여성’, ‘신뢰성’, ‘편의성’이었다.

이와 같은 다섯 요인들은 참가자들이 부모교육 로그램을 평가할 때 용하는 평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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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요인, 즉 평가 거의 의미에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먼  ‘효과성’ 거의 의미를 살펴보면, 참가자 에서의 ‘효과성’은 부모교육 에 참가한 

부모들이 기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와 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 Fine(1988)

은 “ 부분의 부모교육은 ‘정보 획득’, ‘기술 훈련’, ‘문제 해결’, ‘자기이해  통찰’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부모교육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

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에는 이들 네 요소 외에 ‘ 로와 지지’ 그리고 ‘ 실 용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부모들의 기 가 매우 구체 이고 실

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가자 에서의 ‘효과성’ 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해서는 결과 차원의 ‘효

과성 검증’의 의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의 효과성 

검증 연구들이 설정하고 있는 효과성 지표는 결과 차원의 지표들이다. 를 들면, 부모교육의 

결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에 변화가 있었는지(이혜란, 1997), 어머니의 의사소통기술과 자녀

에 한 가치 에 변화가 있었는지(연미희, 1994) 등과 같이 부모의 인식  행동의 변화를 효

과성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반드시 결과 차원

의 효과만이 진정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를 들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TV 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로그램이 효과가 있는가

를 결과 차원에서만 평가한다면, 암 환자 발생률이 어들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같

은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의 상승이 있어야만 이 로그램은 ‘효과’가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표의 상승이 없더라도 이 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효

과 인’ 로그램일 수 있다. 즉, 이 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미처 몰랐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생활습 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뜻하지 않았던 즐거움

까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봤을 때, 참가자 의 ‘효과’는 교육제공자 의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참가자 의 ‘효과성’은 교육제공자 의 ‘효과성’과 어떤 계가 있을까? 어

떤 부모가 자신이 참가한 부모교육에 해 ‘효과 이었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실제로 교육제공

자가 기 했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참가자들로부터 

‘효과 이지 않다’고 평가받은 부모교육 로그램이라도 부모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참가자가 효과 이라고 평가한 

부모교육 로그램이 참가자의 행동변화라는 결과차원의 효과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일 것이다. 이 게 봤을 때, 참가자 의 효과성은 결과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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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에 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의 의미는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참가자 에서의 ‘효과성’ 평가 거는 부모교육 참가자들의 기

를 충족시켜주는데 있어서 해당 부모교육 로그램이 얼마나 효과 이라고 지각하는가에 

한 평가 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충실성’은 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달하는 강사의 비성, 태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느끼는 강의 반에 한 만족도와 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충실성 

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일종의 ‘서비스’로 인식한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충실성 거에 포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홍보된 것과 같

으면서도’, ‘참신한 내용을’, ‘교수법이 훌륭하고’, ‘충분히 비된 강사가’, ‘참가자의 요구를 

악하여’, ‘풍부한 사례를 들어가며’ 얼마나 충실히 달해주는가를 가지고 자신이 참가한 부모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성 거는 학생들에 의한 강의 

평가와 같은 성격의 평가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충실성 거에 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것이 바로 강사의 역할에 한 내용인데, 충실성 거에 반 된 부모들의 강사상(像)은 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요구를 잘 악하고 그에 맞춰 한 내용을 달함

으로써 부모들의 기 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사의 자질로서 ‘ 문성’과 ‘ 달 

능력’은 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요한가 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이면서 동시에 과제인 것이 사실이다

(Hare, 1976).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부모들이 ‘ 문성’보다는 ‘ 달능력’이라

는 거를 가지고 강사를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다른 성인교육 평가

거 연구(오 진, 2000)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강사

의 ‘ 문성’이 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이 연구의 척도 개발과정에서 잠정 으로 

설정했던 거 에 ‘강사의 문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자 의 부

모교육평가에서 강사의 문성이 차지하는 비 에 해서는 추후 좀더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하다 하겠다.

‘참여성’은 로그램 참가자들이 로그램의 내용구성  운 과정에 얼마나 주체 이고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와 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 진 바에 따르면, 

부모교육에 참가한 부모들은 교육의 내용 선정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

를 상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 그 로그램에 

해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부모교육의 독특한 측면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교육은 문가 한 사람이 교육의 내용을 독 하고 일방 으로 달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역사  개과정을 보더라도, 부모

교육은 애 에 다른 부모들과 부모역할에 한 생각들을 공유하기 해 시작된 자연스러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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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들이 차 문가 주도의 형식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내용과 부모들의 욕구 사이의 긴장과 타  속에 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Harman & 

Brim, 1980). 따라서 참여성 거에는 부모교육에서 문가와 참가자 사이의 바람직한 역학

계에 한 부모들의 시각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들은 문가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다고 해서 문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참가자는 수동 으

로 따라가기만 하는 계는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문가로

부터 배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이 나름 로 성공 인 부모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론 으로 참여성 거는 부모교육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성인학습자로서의 독특한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한 평가를 통해 부모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평가 거라고 할 수 있다.

‘신뢰성’은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에 한 체 인 신뢰도뿐만 아니라 로그램의 운

반에 한 만족도와 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 ‘ 로그램 수강료’나 ‘실시 시간 ’ 등의 항

목은 얼핏 보면 신뢰성과 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로그램 자체 는 로그램 

실시기 에 한 신뢰감의 다른 척도일 수도 있다. 즉, 로그램 수강료가 한가에 한 

단은 상 이고 주 인 문제인데, 이 경우 그러한 단에 가장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은 결국 그 기 에 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거는 앞의 세 거와는 달

리 부모교육의 본질 인 내용에 한 평가 거라기보다는 외형 인 조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편의성’은 주로 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의 여건과 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거에 

포함된 문항들에는 교통의 편리함, 장소의 쾌 함, 교육 기자재와 같은 설비 측면 등 세 가지만

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에 한 부모들의 기 수 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로그램 평가척도의 한 거로서 ‘편의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은 측정학 으로 신뢰

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통의 편리함’이라는 항

목에서 답변의 일 성을 기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다. 즉, 같은 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교통은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편의성’ 거에 한 평가결과를 해석할 때는 합산된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보

다는 각 문항별 반응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CSQ의 특성과

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CSQ의 주된 심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자 는 참가자들을 상으로 그들이 받은 서비

스에 한 ‘만족도’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Larsen 등, 1979). 

달리 말해서 이 도구의 목 은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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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각하는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실제 참가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사이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CSQ의 개발 과정에 한 기술을 살펴 도 알 수 있는

데, CSQ개발자들은 “어떤 문항들이 ‘참가자의 반 인 만족도’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문

항인가?”라는 기 에서 문항들에 한 문가 평정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

다(Larsen 등, 1979). 따라서 이 도구는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평가 거 

의 하나인 ‘참가자의 반 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가장 큰 심은 “부모교육 

참가자들은 어떤 거에서 자신이 참가한 부모교육 로그램을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해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자 는 문가들이 특정한 평가 거를 미

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수집한 평가항목들

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공통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부모교육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평가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와 CSQ의 비교결과의 의미를 해석

해본다면, CSQ는 교육제공자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참가자의 반 인 만족도’라는 거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는 교육제공자가 미처 개념화하

지 못했던 참가자 평가 거라는 새로운 틀로 부모교육의 과정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는 이 핵심 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용성 검증에서 나타나듯이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가 CSQ에 비해 다양한 거에서 평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입체

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용성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거에 의한 평가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 얻는 평가

정보가 얼마나 참가자 을 잘 반 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참가자 의 

평가 거를 확인해본 결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평가 거가 이 연구에서처럼 다섯 가지가 아니

라 한 가지 다고 가정한다면, 그 때는 새로 개발한 도구 역시 CSQ와 마찬가지로 단선 인 정

보밖에는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척도의 의미는 평가

거의 다양성이 아니라 참가자 의 반 이라는 데서 찾아야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평가 거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본다면, Darkenwald(1989)는 성

인교육 참가자들의 평가 거로서 참여성, 긴 성, 주체성, 강사의 후원, 참가자의 향력 등을

로 제시하 으며, Parasuraman, Zeithaml 그리고 Berry(1998)의 연구에서는 외형성, 신뢰성, 응

답성, 확신성, 공감성을 평가 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 진(2000)은 우리나라 성인교육 참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거로서 ①학습자 본  교육의 효과  지원, ②교육 계자의 사회  

사명감, ③신뢰성, ④교육자원 활용의 용이성, ⑤긴 성, ⑥기 의 미  감각, ⑦교육 계자의 

용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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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신뢰성 거인 반면, 외형성, 미  감각 등은 평가 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

교육 참가자들이 일반 성인교육 참가자들과는 다른 평가 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교육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보다는 학습자의 

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해 논의하면서 언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 연구가 부모를 상으로 

계획된 연구임에도 실제로는 어머니들만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이다. 즉, 비설문조사 

상자 257명과 본 설문 상자 280명 원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결과를 ‘부모’들

에게 용하는데 제한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한 아버지들의 평가 거가 어머니들의 평가 거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다른 제한 으로는 조사 상 표집의 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조사 상

에 포함된 부모교육 참가자들이 모든 부모교육 참가자들의 특성을 표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포함한 기 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로그

램 참가자라는 은 평가 거 선정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로그램별로 표집의 크

기가 다른 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회기변인과 강사변인

이 통제되지 못한 도 연구의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회기의 

교육내용과 분 기에 따라 참가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로그램이라도 강사가 

구냐에 따라 로그램에 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교육 평가 거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부모교육 평가연구  부모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

해 특수교육, 유아교육, 청소년상담 등에서  요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역에서 로그

램 개발자와 연구자들이 제공자의 만이 아니라 참가자의 에서 로그램을 기획, 개발,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부모교육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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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Scale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With regard to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2)Ho-Jo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n evaluation scale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an evaluation scale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was developed. And five 

evaluation criteria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rom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such as 

‘effectiveness’, ‘fidelity’, ‘participation’, ‘reliability’, and ‘convenience’ were verified. These five 

criteria indicate that Korean parents who participate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have the 

desire to acquire useful skills from professionals(effectiveness). They also want the professional 

who delivers parenting knowledge to be a congenial communicator rather than an authoritative 

figure(fidelity). Furtherm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articipants have a desire to take 

an initiative role in parent education program(participation). 

In order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confirmed 5 factor constructs. Finally the concurrent 

validity was tested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wly developed scale and C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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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stant Professor,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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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참가자  부모교육 평가척도 

◆ 다음은 부모교육 로그램에 한 평가항목들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 항목에 따라 지  참여하고 

계신 로그램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귀하께서 평가자라고 생각하시고 최 한 

객 인 에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2 프로그램의 내용이 처음 홍보된 내용과 일치한다.
3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제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강사 또는 직원들은 참가자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
5 교육장소에는 멀티미디어 등 교육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
6 강사의 교수법이 훌륭하다.
7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하다.
8 참가자가 부모로서 배우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예를 

들면, 자녀와의 대화법)을 배울 수 있다.
9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적절하다
10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
11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12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장소는 편안하고 쾌적하다.
13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14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5 프로그램은 다양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16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간대가 부모들이 참여하기에 적절한 

시간대이다.
17 강사는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준다.
18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접할 수 있다. 
19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적절하다.
20 프로그램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에 못 옮기는 것들을 일깨워준다.
21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2 강사는 참가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23 참가자는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24 강사는 참가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준다.
25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해준다.
26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믿을만한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