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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지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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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혼인율의 감소와 만혼화 현상, 저출산 문제 등 가족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활
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혼인 다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지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3회기로 구성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의 효과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여 검
증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결혼준비교육프
로그램의 효과로 낭만적인 사랑관에서 현실적인 사랑관으로 인지의 변화를 보였고, 성공적
결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결혼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지에도 긍
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도 성차별주의적인 태도에서 양성평등적인
태도로 인지의 변화를 보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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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제도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된 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빠른 사회의 변화 속에
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여
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결혼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하여 세대를
연결하는 등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과 가족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율이 점차 감소하
고 혼인이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 등이 저출산
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2014)의 ‘2013년 혼인
및 이혼통계’에 따르면, 혼인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이어져 2013년 혼인은
32만 2천 8백건으로 전년보다 4천 3백건(1.3%)
이 감소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13년도 결혼
에 대한 견해’ 결과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
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낮아졌고, 이중
남성의 경우 2012년 67.5%에서 61.5%로, 여성
의 경우 56.6%에서 52.3%로 낮아져 남성과 여
성 모두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 혼인율의 감소는 지속될 것
으로 기대된다. 혼인율의 감소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지에
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만혼화
현상을 살펴보면, 2013년 평균 초혼연령의 경
우 남자 32.2세, 여자 29.6세로 약 20여년 전인
1990년의 남자 초혼연령 27.9세, 여자 24.8세와
비교해 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약 5세 정도

가 확연히 증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만혼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은 혼인율의 감소와 만혼화 현상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져 사회의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족구조 및
가족관련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에 따른 혼인
율의 저하, 만혼의 경향, 이혼과 재혼의 증가
와 출산율 감소 등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이세영, 홍달아
기, 2014).
이러한 문제의 근간을 되짚어보면, 사회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
이며, ‘왜’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등과 같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한 원인을
들 수 있다(문숙재 외, 2006). 정보화시대의 개
인주의 사회에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장
소로서, 가족생활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장소
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사회적 기능을 거의 상
실해버렸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
스럽게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가족에서 삶의
모습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자신의 삶으로 이
어가고, 가족의 삶에서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
속한 산업화와 함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
기 위하여 가족구성원 각자가 바쁘게 생활하
면서 가족의 삶에서 삶의 모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귀
가시간과 식사시간이 각각 달라지고 가족 사
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 어쩌다 서로 마주해도 사무적인 말을
주고받을 뿐이다(브레인미디어, 2015). 이처럼,
역할모델의 부족으로 가족은 적절하게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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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화를 시키지 못하므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준비시키는 공
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결혼준비교육이란 결혼상대가 정해진 사람
들이나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
(홍달아기, 신현실, 2001)을 말한다. 광의의 결
혼준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교육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
적인 교육이다(Howse, 1982). 즉, 과거부터 현
재까지 이미 가정이나 학교 등을 통해서 행해
지고 있는 교양교육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
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문숙재 외, 2006).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치료적 차원이 아
닌,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 Olson과 Hawley(1992)는 결혼준비교육에 대
해 ‘준비’의 관점을 강조하며 예방과 교육을
중요시하였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가장 큰 변화인 동시에
가족 자체의 존재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가족
생활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하게
개발된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선주 외, 2003).
우리보다 이른 시기부터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이 보급된 미국에서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을 입증한 바 있다. Stanley(2001)는 이혼과 결
혼해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준비교육이 통제집단에 비해 프
로그램 실시 후 5년까지 이혼율이 낮은 점을
밝히는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
하였는데, 이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예방
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고선주 외, 2003). 대부분의
남녀들은 결혼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

하고 싶어 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성공적인 결혼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결
혼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
다. 여기에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결혼준비교육은 1924년 보스턴 대학에서
‘결혼 및 가정생활준비’라는 이름으로 처음 정
규과목으로 시작이 되었고 기관으로는 1930년
대 초 메릴-파멜 연구소에서 결혼준비교육이
시작되었다(Stainbrook, 1978).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혼여
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반
적인 결혼준비교육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
관이나 단체들에서 시행하는 결혼준비교육프
로그램의 내용은 살림살이와 관련한 일반교양
교육이 주였으며 결혼관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1980년대에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보다 늘어나 각 종교단
체들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에서 ‘혼인
준비교실’을 개설하여 혼전교제와 배우자선택,
가족관계, 결혼생활에 필요한 법률, 부부성생
활, 혼인준비 및 결혼예절, 부부의 대화기법,
임신과 출산, 부부심리, 결혼과 직업, 행복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에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증가와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 내용은 자기이해,
부부생활, 의사소통, 성생활, 가족관계, 부모역
할, 재정관리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결
혼준비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도 보다 활
발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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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여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써 결혼
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성과를 이
루었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김광률, 정현
희, 2001; 김희수, 2010; 박미경, 김득성, 1997;
손정영, 김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숙희,
2003; 이성희, 김희숙, 2007)에 관한 국내 연구
들을 살펴보면, 박미경과 김득성(1997)에서는
8쌍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사
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밝
히고자 하였는데, 연구결과 의사소통, 갈등해
결, 성에 대한 태도, 재정관리, 평등한 역할변
인 중 갈등해결, 성에 대한 태도, 재정관리만
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결혼
준비교육프로그램에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
대, 서로에 대한 이해, 역할기대, 의사소통, 친
밀감, 갈등해결, 성 및 재정관리(생활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혼준비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에는 의사소통기술훈련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결혼한 이후 지속되는지와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함
을 강조하였다.
특정 기관에서 제공되는 결혼준비교육프로
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광률, 정현
희, 2001; 이성희, 김희숙, 2007)에서 김광률과
정현희(2001)는 결혼을 준비하는 기독교인 예
비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6쌍씩을 배정하여 기독교적 정체감과 기독교
적 친밀성, 기독교적 헌신에 국한하여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의 효과검증이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한
계를 가진다. 이성희와 김희숙(2007)은 실험설

계연구를 통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였는데 4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결
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였으나, 결혼기대와 성역할태도만을 측정
하였다. 연구결과, 결혼기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다. 이들은 학습
내용의 핵심적인 문제를 대상자 주변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인상
깊게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문제의식
을 갖게 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주로 의사소통기술과 생활설계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등 실제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편, 대학에서 실시되는 결혼준비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희수,
2010; 손정영, 김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
숙희, 2003)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을 확립하기 위한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을 교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
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
였으나 사후 검사가 실시되지 않거나(오윤자,
2001), 효과검증을 위한 통제집단이 없어(손정
영, 김정옥, 2005; 오윤자, 2001), 효과성에 대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숙희(2003)의 연구에서는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결혼관, 가
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을
사전-사후 비교하였으며, 손정영과 김정옥
(2005)의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변수로 결혼관, 가족관, 사
랑관, 배우자선택, 성의식, 성역할관을 사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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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평균비교 하여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김희수(2010)의 연구에
서는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결혼과 성교
육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 통제집단
사전-사후차이를 검증하여 결혼과 성교육 집
단 프로그램이 사랑유형, 관계만족도, 성지식,
긍정적 사랑유형 정립, 관계만족 및 성지식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나, 결혼준
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닌 ‘결혼과 성’에
국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효과를 검증하
였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의 효과에 대한 연구(김광률, 정현희, 2001; 김
희수, 2010; 박미경, 김득성, 1997; 손정영, 김
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숙희, 2003; 이성
희, 김희숙, 2007)들이 진행되었으나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담프로그
램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었
다. 또한, 대학 교양강좌로 실시되는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김
희수, 2010; 손정영, 김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성희, 김희숙, 2007)가 진행되었으나,
효과검증을 위한 사후 검사가 실지되지 않거
나(오윤자, 2001), 효과검증을 위한 통제집단이
없어(손정영, 김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숙
희, 2003),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은 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
그램과는 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출석과 학점이수를 의무로 하고 있어 매 회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프로그램 참여
율이 높은 등의 강점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
에서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결혼준비교육프로

그램은 결혼적령기에 도달하기 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
게 될 이들의 결혼생활을 미리 준비해보고 성
공적인 결혼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국내 대학에
서는 강남대학교의 ‘결혼과 가정’을 비롯하여
경남대학교의 ‘결혼과 가족생활’, 인제대학교
의 ‘결혼준비교육’ 등 강좌명을 조금씩 달리하
여 강좌식의 결혼준비교육을 교양강좌로 개설
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지변화에 미치
는 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였다. 이처럼,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
고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심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진
행에 있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강의실에
서 이루어지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연구는 부족하여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인지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결혼준비교육프로
그램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
생들의 현실적 사랑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변
화시킬 것인가?
연구문제 2.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
생들의 성공적 결혼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

- 115 -

인지발달중재학회지

생들의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힐 것인
가?
연구문제 4.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
생들의 성역할태도를 양성평등적으로 변화시
킬 것인가?
연구문제 5.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학
생들의 배우자선택과 관련한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설계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
았다. 그리고 실험 전과 실험 후 각각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에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
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배
우자 선택에 대한 척도를 사전과 사후에 각각
방 법
1회씩 검사하는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설계 모형에서 독립변인은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현실적 사랑관,
연구대상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 역할태도, 배우자선택이다.
과검증을 위하여 I 대학교의 교양강좌인 ‘결혼
준비교육’ 과목을 자발적으로 수강신청한 수 사전검사
강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수강생 72 사전검사는 실험처치 전인 2014년 9월 2일
명 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결석을 하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상자에게 일반적
거나 사전과 사후조사 설문지에 응하지 않은 인 배경에 관련된 문항과 현실적 사랑관, 성
학생을 제외한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
집단과 같은 조건의 통제집단을 구성하기 위 할태도, 배우자선택을 포함한 설문지를 구성
해서 동일학교의 동일시간대에 진행되는 교양 하여 실시하였다.
강좌인 ‘성공의 심리학’ 과목을 자발적으로 수
강신청한 수강생 80명 중 사전과 사후 조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실시
설문지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66명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2014년 9월 2일부
터 2014년 12월 9일까지 1주에 100분씩 총 13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설계
집단

시간

개입

사전

(13 weeks)

사후

실험집단
E1
X
E2
통제집단
C1
C2
E1, E2, C1, C2: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배우자선택
X: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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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교육을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본 프
로그램의 실행은 주연구자가 실시하였고, 같
은 기간 동안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실
시하지 않았다.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교육이 끝나는 2014년 12월 9일
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여중인 현재를 기준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녀로써, 배우자로써, 부모로써, 조부모로써의
역할과 과업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
다.
1회기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와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오리엔테이
션으로 진행되었다. 2회기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가
족의 기능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1세기 변
화하는 결혼의 형태와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생
활주기별 발달과업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인
생계획을 설계해보는 과제를 주었다. 3회기는
나에 대한 이해의 시간으로 우선, 인간의 행
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 속의 개인’
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은 표 2와 같이 매주 100분씩, 13주간에 걸
쳐 이루어졌고, 수업진행방법은 강의와 토론,
발표, 동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의 목적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이나 가족에 대
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 2. 회기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결혼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특성을 접하며 행
회기
내용
복한 결혼생활에 이르는 과정 및 정보들을 제
1
오리엔테이션
공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2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이해
돕는 것이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3
나에 대한 이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
4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하였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2
5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1
와 같다. 1회기부터 7회기까지는 이성교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
6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 2
성격에 대한 이해, 현실적인 결혼에 대한 이
7
사랑의 기술
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8회기부터 13
8
성공적 결혼을 위한 준비
회기까지는 실제적인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가
9
결혼생활 계획하기
족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상대방 가족과
10
부부관계
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1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진행 중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생활주
12
부모-자녀관계
기별 발달과업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인생계
13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획을 설계해보는 과제를 주어, 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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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기 위해 자아상태 분석 ego-gram을 실시하였
다. 또한, 두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
해 개인 간의 성격 차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
하여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3
회기에는 자신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발견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를 스스로 인지
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차이를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회기는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성인기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생활유형 중에서
결혼과 동거, 독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혼에
대한 환상과 결혼으로 인한 변화, 결혼의 의
미와 각 개인이 기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상대방과 자신의 결혼에 대한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5회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
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관계
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의사소통에 있어
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성적인 측면에서 남
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토론과 강의를 진행
하였다. 본 회기에는 동영상 자료로 EBS다큐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제 1부 ‘남과 여’를
시청하였다. 6회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해 두 번째 시간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관계에서 남
성과 여성의 상호관계, 의사소통, 그리고 성적
인 측면에서의 차이와 공통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토론하고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학습하게 하였다. 또한, 남
녀 간의 성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습득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는 사랑의 기
술에 대한 학습으로 진행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행복해지고 성
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사랑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
고,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의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들을 학습하고 이에 대해 토론
을 진행하였다.
8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준비하고 실제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
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8회기는
성공적 결혼을 위한 준비로 성공적 결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토론과 강의를 진행
하였고, 일반적인 결혼식 준비과정에 대해 강
의하고, 현재 결혼식 문화에 대해 토론을 진
행하였으며, 건전한 혼수 실천방안에 대해 강
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상대
방 가족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9회기는 결혼생활계획하기로 구성되
었다. 우선, 실제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서 결
혼생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고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과 자녀계획, 결혼생활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것 등에 대해 토론, 강
의하였다. 결혼 이후의 생활을 장기적, 단기적
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생활설계의 의미와 그 과정을 학습하
여 실제 생활설계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10회기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부
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에 대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상대방과 자
신을 모두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효율적으
로 말하고 듣는 기술과 갈등관리 지식 및 기
술을 습득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회기에서는
욕구강도 프로파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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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시키고, 상호관계에서 참여자들의
갈등관리 유형을 파악하여 각 갈등관리 유형
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11회기는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었다.
본 회기에서는 MBC스페셜 ‘행복한 부부, 이혼
하는 부부’ 제1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을
시청하였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보다 효과
적인 의사소통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학
습을 진행하였다. 12회기와 13회기는 부모-자
녀관계와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결혼적령기 도달 이
전의 미혼 남녀이고, 실제 결혼생활을 진행하
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부모-자
녀관계와 관련한 영역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결혼준비에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12회기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모됨과 부모역할, 자녀양육 유형
및 훈육,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본 회기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
의 역할과 자녀양육 및 훈육 방법에 대한 토
론을 함께 진행하였다. 13회기는 부모-자녀간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MBC스폐셜 ‘내 아
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제 1부 ‘엄마, 내마음
알아’ 동영상을 시청하고 효과적인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방법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회기에서는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방법으로 I-Massage에 대해 학습하고 사
례를 활용한 연습을 해봄으로써 실제에 적용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회기는 마
무리 과정으로 전체적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에 대한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그동안 변화
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초기의 목표가 얼
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
을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현실적 사랑관
본 연구에서 현실적 사랑관은 사랑에 대한
현실성 대 낭만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현실적 사랑관을 측정하기 위해 이
숙희(2003)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
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
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리커
트 5점 척도이고, 점수범위는 30점에서 15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랑에 대해 현실
적인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일수록 사랑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첫눈에 반하는 사
랑이 가장 깊고 영속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
‘사랑할 때에는 파트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숙희(2003)의 연구에
서 Cronbach’s Alpha=.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1로 나타났다.
성공적 결혼관
본 연구에서 성공적 결혼관이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요
소로 성공적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 남순현
(2007)이 개발한 ‘결혼관’ 척도 중 성공적 결혼
요인으로 추출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
에는 ‘결혼생활이 행복하려면 서로에게 만족
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어려
움이 생기면 부부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 119 -

인지발달중재학회지

한다’, ‘결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
호간의 신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까
지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공적 결
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높은
점수 일수록 욕구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89로 나타났다.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는 결
혼생활의 현실적인 모습과 결혼제도에 포함된
모순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이해를 의미한다.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남
순현(2007)이 개발한 ‘결혼관’ 척도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항,
부부간의 갈등해결과 관련한 문항 등 총 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
수범위는 7점에서 3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일수록 결혼의 실제에 대
한 이해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7로 나타났다.

은 제외되어 아버지의 자녀돌봄, 여성의 가족
부양,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3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범위는 3점에서 15점까지
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로 나타났다.
배우자선택
본 연구에서 배우자선택과 관련한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권빛나(2010)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선택 중 외적요인에는 배
우자의 재산, 학력, 외모, 직업, 건강, 출생순
위, 연령,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8문항으로 측
정되었고, 내적요인으로는 유머감각, 애정표현,
매력,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성취
욕, 자아분화도, 가치관, 성격 등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의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고려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빛나(2010)의 연구에서 배우
자선택 총 17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신뢰도 계수는 각
각 .83, .78.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17문항의 Cronbach’s Alpha=.86, 외적요인의
Cronbach’s Alpha=.75, 내적요인의 Cronbach’s
Alpha=.84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명희(2012)가 사용한 척도를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
용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아버지의 자녀
돌봄,여성의 가족부양, 전통적 성역할 분리,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취학 전 자녀 자료처리 및 분석
돌봄의 주체, 기혼여성의 부계우선성과 관련
된 6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본 연구는 SPSSWIN 20.0프로그램을 이용
에서 총 6개의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3문항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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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변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알아보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
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점수를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으며,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점수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18세부터 20세가 74명(58.7%)로 가장
많았으며, 21세부터 23세가 41명(32.5%), 24부
터 26세가 11명(0.09%)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결혼의 형태는 결
혼이 109명(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 또는 결혼 전 동거, 독신의 경우는 각각
8명(0.06%), 7명(0.06%)로 낮게 나타나, 대부분
의 조사대상자들이 원하는 결혼의 형태는 보
편적인 결혼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결 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으로 사전검사 점수의 차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은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배우자선택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집단과 통제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36명(28.6%), 여학생이 90명(71.4%)로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나이
원하는
결혼의 형태
전체

통제집단

합계

n

%

n

%

n

%

16

26.7

20

30.3

36

28.6

44

73.3

46

69.7

90

71.4

18-20

29

48.3

45

68.2

74

58.7

21-23

28

46.7

13

19.7

41

32.5

24-26

3

5.0

8

12.1

11

0.09

52

86.7

57

86.4

109

86.5

5

8.3

3

4.5

8

6.3

3

5.0

5

7.6

8

6.3

0

0

1

1.5

1

0.8

60

100

66

100

126

100

남성
여성

성

실험집단

결혼
동거
독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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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비교
실험집단
항목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배우자선택 외적요인
내적요인

통제집단

t/p

M

S.D

M

S.D

83.6167

10.78148

81.9848

11.57117

-.817

55.8667

6.53145

54.1818

9.20018

-1.176

24.7667

3.88114

25.4697

3.52669

1.065

4.9167

1.78783

5.0455

2.01862

.378

27.1167

4.29067

26.7424

4.88738

-.455

18.9667

5.14194

19.5606

5.72479

.610

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비교
집단의 사전 검사에서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현실적 사랑관, 성
배우자선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
같다.
할태도, 배우자선택에 있어서의 변화 차이를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비교
사전검사
항목
현실적 사랑관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공적 결혼관 실험집단
통제집단
결혼의 실제에 대한 실험집단
이해
통제집단
실험집단
성역할태도
통제집단
외적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배우자
선택
내적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후검사

t/p

M

S.D

M

S.D

84.0385

11.39825

90.5962

15.16867

-2.589*

82.3279

11.54516

83.3279

11.87535

-.534

55.3077

6.73166

52.4038

8.16559

2.109*

54.1311

9.29601

52.2787

8.45603

1.075

24.6538

4.05300

26.6923

5.00799

-2.353*

25.5410

3.58503

24.8033

3.29555

1.183

5.1731

1.77920

4.4231

1.51264

2.415*

5.0000

2.00832

5.1311

2.10139

-.348

27.0000

4.42807

26.7500

5.05993

.290

26.8689

4.85618

27.6230

4.21570

-.822

18,8077

4.88310

18.5962

5.10386

.212

19.2951

5.57478

18.9508

5.07749

.34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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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
본 t검정을 하여 비교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
타났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집
단과 참여한 집단 사이의 현실적 사랑관, 성
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
할태도에 대한 변화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 사랑관은 실험집단에서 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
낭만적인 사랑관에서 현실적인 사랑관으로 유
의미한 변화를 보였다(t=-2.589, p<.05). 성공적
결혼관에서는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t=2.109, p<.05).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t=-2.353,
p<.05)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성공적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
도에서도 실험집단에서 유미한 변화를 보여
(t=2.415, p<.05), 프로그램 참여 후 보다 양성
평등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현실적 사랑
관과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
해, 성역할태도에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선택과 관
련해서는 외적요인과 내적요인 모두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준비교육프
로그램 참여로 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혼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교에서 교양강좌
로써 행해지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3회
기로 구성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수
강 신청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현실적 사랑관, 성공적 결혼관,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 성역할태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결혼준
비교육프로그램 강좌를 수강신청하지 않은 통
제집단을 선정하여 이들 집단에는 아무런 처
치를 하지 않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현실적 사랑관에서 사전-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
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낭
만적인 사랑관에서 현실적인 사랑관을 정립해
나가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결혼준비교육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손정영,
김정옥, 2005; 이숙희, 2003)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숙희(2003)연구에서는 결혼
준비교육을 통해 남학생들이 낭만적인 사랑관
에서 현실적인 사랑관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고, 손
논 의
정영과 김정옥(2005)의 연구에서 사랑관의 점
수가 증가하여 사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본 연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혼인율 의 낭만적인 인식들이 약해지고 사랑을 보다
의 감소와 결혼의 만혼화 현상, 저출산 문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등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둘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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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성공적 결혼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준비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성공적 결혼관에 변
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
혼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결혼준비교육
을 통해 결혼의 의미를 인식하고 성공적 결혼
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화
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
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
준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성역할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을 통해 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가 양성평등
적인 태도로 변화를 보였다. 이숙희(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 이전
남학생들의 성차별적인 성역할관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 평등적인 성역할관으로 변화하였고,
손정영과 김정옥(2005), 그리고 Markman 등
(1993)의 연구에서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참
여 이후 성차별주의적인 성향이 다소 약화되
고 평등주의적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배우자선택과 관련하여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문제 5에 대한 효과는 검
증되지 않았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에 관한 선행연구들(김광률, 정현희, 2001; 김
희수, 2010; 박미경, 김득성, 1997; 손정영, 김
정옥, 2005; 오윤자, 2001; 이숙희, 2003; 이성
희, 김희숙, 2007)에서 배우자선택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김광률, 정현희, 2001; 김희
수, 2010; 박미경, 김득성, 1997; 오윤자, 2001;
이성희, 김희숙, 2007), 측정하는 도구에 차이
(손정영, 김정옥, 2005; 이숙희, 2003)가 있었다.
이숙희(2003)의 연구에서는 총 15문항으로 구
성된 배우자선택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연구의
제한점에서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배우자선택에 대한 척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효과검증이 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손정영과 김정옥(2005)의 연구에서도
이숙희(2003)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 선택관
의 경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비해 0.15점 향상되는데 그쳐 변화정도는 매
우 미미하였다. 비록,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배
우자선택과 관련한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혼준비교육에 있어서
배우자선택과 관련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
져야 할 요인이다. 결혼준비교육의 교육내용
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요구수준에 따라 프
로그램을 구성한 선행연구(홍달아기, 신현실,
2001)에서도 배우자선택은 2회기에 포함되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 또한 높은 영역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선택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진희, 2014; 반승원, 전범수, 2011)
에서 배우자 선택은 성별과 부모-자녀관계(김
진희, 2014)에 따라,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반
승원, 전범수, 2011)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
히고 있다. 김진희(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자
녀관계 점수가 낮은 집단이, 남학생보다는 여
대생이 배우자의 외적요인을 더 많이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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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승원과 김범수(2011)
의 연구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는
가족은 배우자 선택 조건도 중요하게 고려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화를 많이 하
는 가족은 배우자 선택 기준도 중요하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부모-자녀관계에
따라 배우자 선택관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 대상자들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프로
그램 실행방법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를 더욱 확대하여 프로그
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회적 상
황에서 고려해 볼 때,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결혼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대학이나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에
서 교양강좌로 제공되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이 현실적으로 접근용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교양강좌로써
실시되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기관이나
종교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출석을 기반으로 하고, 학
습에 대한 평가와 학점이수 등의 의무와 책임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교적 긴 기간(15주
정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

고 매 회기 프로그램 참여율이 훨씬 높고 내
용전달 면에서도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대학교에서 교양강좌로 실시되
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결혼적령기에 도
달하기 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됨으로써
이들이 가까운 미래에 행해질 결혼생활을 미
리 준비해보고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설
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결혼을 위한 준비과
정으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강좌가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었
다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제
한적이어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
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에서 대
학정규 교과목에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이 운
영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면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
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
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문제 예방적인 측면에서 결혼준
비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의 연령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행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
고 있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기관이나 단
체, 대학교 등에서 결혼 전 미혼남녀를 주 대
상으로 단기간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은 개인
의 삶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준비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주기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
이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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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혼인율의 감소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
원에서 결혼예비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학교
에서부터 발달과정에 따라 결혼준비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사랑관을
확립하고, 결혼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양성평등적인 성역할관을 정립하고 결혼
을 한다면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
을 모색함으로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어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준
비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실
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와 관련하여 지
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결혼
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나
여러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결혼생활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준비교육은 미
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에 결혼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대학에서 이루어
지는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적령기 이전의 시기
에 있는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결혼준비교육프로그
램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결혼생활 중에도
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필요한 교육이
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관련기관에서 결
혼생활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필요한 결혼신

화 수정, 의사소통방법, 갈등관리기술, 문제해
결능력향상, 재정관리, 성생활, 대화법, 부부역
할, 친인척 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사분담,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결혼과 관련한 교
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의 실시에 있어 결혼적령기 이전의 시기에 있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준비와 관
련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 등의 효과를 검증하
였으나, 추후검사의 부재로 인해 연구에 참가
한 실험집단에 대한 교육효과의 장기적 지속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실제 행동변화까지 검
증하지 못하였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결
혼준비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강사의 자질
이 주는 효과가 통제되지 못하였다는데 그 한
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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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MiSuk Ko

YoungJa Jeon

Dept. of Human Counseling of Welfare, Inje University

Nowadays, it seems that late marriage and low birth rate are problematic. For this reason,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offered to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help them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rriage in their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comparison with pre and post tests of both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e pre-test was
conducted for both groups before the program was commenced. And 13 sessions of programs were taken
only for the experimental group; no program was conducted for the control group. The post-test was
taken for both groups after 13 sessions of programs. The research showed the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in the category of: a view of real love, a view of successful marriage, an
understanding of reality in marriage, and sex role attitude.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the control group.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learly seen that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is obvious. In addition, the way of activating countermeasure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was suggest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results.

Key words :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a view of real love, a view of successful marriage, an understanding of
marriage reality.

- 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