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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공동부모역할훈련이
어머니의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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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에 어려움으로 화가 난 상태라고 지
각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실시한 협력적공동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K광역시 어머니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3명, 통제집단 13명으로 하였으며, 10회기(1회기 120분~150분)로 5주간 실시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ㆍ사후 검사 시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을 묻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시된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Cooperative Parenting Program)은 이혼․별거가정의
부모역할(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자녀에게 강력한 협력적공
동부모역할을 하자는 의도로 한국가정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가정에 위기 문제가 없
을지라도 미해결된 잠재적 문제가 악화되면 위기가정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실험 집단원들에게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참여 소감을 매회기가 끝난 후 적게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방법
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주요어 : 협력적공동부모역할,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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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자녀관계는 항상 긍정적
인 방향으로 관계를 맺는 것만은 아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짜증과 스트
레스와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최근 핵가족화 경향과 부부의 권력구조가 변화하
면서 별거, 이혼 등이 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의 자녀양육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동등하게 다루는 추세이다(홍경자외 3인).
그러나 부모개인의 인격과 경험은 두 사람의
환경적 차이에서 다를 수밖에 없으며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하든 안하든 부모의 장
기간의 갈등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영향을 미
쳐 어머니는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고 더욱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고, 아버지는 가정에 관심을
잃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진다고 지
적했다(김선주, 2008).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
로 인한 가정영역에서 갈등의 위험요인이 정서명
확성과 대처양식의 매개변인을 거쳐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이경희, 2010), 특히
부적 정서의 경우에 명확한 인식후에 표현되었을
때 적응에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김경미, 정주리, 이기학, 2006). 이는 어머니
의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ovaco(1979)는 분노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신체반응으로서 이때 느
끼는 분노는 신체로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고 하
였고, Averil(1982)은 분노가 위협이나 좌절상황에
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 상태로 이때 나타나는 공
격성은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
으며, 분노의 표현이나 행동에 강조를 둔다.
Kassinove(1995)에 의하면, 인간 행동은 초기 발달

과정에서 학습된 프로그램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
러한 각본은 기억에 저장되며 갈등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안내한다는 것이다(김유
정, 2007, 재인용). 그래서 부모가 분노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
모의 분노가 자녀의 인격과 성격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서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이 관계(임전옥, 장성숙,
2003)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용섭(1984)은 타인에 대한 분노는 난폭한 말
씨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기 때문에 분노가 지
나치게 빈번히 표현되거나 혹은 적절치 못하게
표현될 때는 인간관계가 악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 앞에서 표현하는 짜증,
화, 공격적인 언어, 신체적인 분노 표출은 자녀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이러한 분
노의 표현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악화 될
수 있다. Cummings의 연구는 분노의 상호작용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지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으며,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해결
된 분노보다 더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스트
레스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억제하거나 폭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적절
한 분노로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홍경자외 3인,
2009). 우리나라 부모들은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
하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할 것을
강요하는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는
적절한 방식을 이해하고 전략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이란 개인 각자
의 주관적인 정서적 안녕감, 혹은 개인의 정서를
기초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성이라 한다.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인간의 긍정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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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화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개념, 즉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이라 보고 사회 구
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
가가 그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의 기준을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
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적 성장 등 6개의 차원을 강조하였다. 개인 삶의
질을 외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기준에 따
른 객관적인 삶의 질과 개인 각자의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는가의 주관적
인 삶의 질 모두가 삶의 질을 구성한다(김혜원,
김명소, 2000)고 본다면 Ryff의 심리적 안녕감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폭넒은 개
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심리
적 안녕감과 관련된 정서 및 사회 측면의 발달에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
생의 정서사회 변인들과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가 후기 청소년기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남상철, 유영달, 2007), 어머니의 신뢰, 가
르침, 존중, 관심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안
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서진숙, 이동혁,
2010)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애정, 자율, 돌봄, 지지 등과 같
은 양육태도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서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이명조, 2013) 공동보호 양육을 다루
고 있는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프로그
램(Cooperative Parenting Program)은 이혼․별거가정
의 부모역할(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and
Divorce)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지금 당장은 가정에
위기 문제가 없을지라도 미해결된 불편한 문제가
악화되면 위기가정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부모들은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생경험 부족이나 미숙함으로 자녀양
육에 있어서 뚜렷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어 불
안해하기도 하지만 고민과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
되는 시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체가 필
요한 실정이다. 또 평안하지 못한 가정의 분위기
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역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
련원 등에서 문제가 발생 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책임 있는 부모 되기 위한 교육이 결혼 이전 또
는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자살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차영희, 2012). 어머니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양육에서의 아버지 양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장성애, 유연옥, 2008)
에서 부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부모-자녀가 각각 지닐 수
있는 분노의 적절한 표현, 가정의 심리적 평안과
안녕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
제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에 어려움으로 화가
난 상태라고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실시한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분노수준 감
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둘째,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심리적 안녕
감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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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에 어려움으로 화가 난 상
태라고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다. 연구자가 부
모교육 특강(2시간)을 시작하면서 100여명 정도
수강자들에게 ‘가정 내 남편이나 자녀와 갈등이
있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를 3번 정도 물었을
때 손을 든 사람들이다’. 이들은 K 광역시에 주거
지를 두고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26명의 어머
니였다. 이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협력
적공동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안내 하였으며 10회
기를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표현한 13명은 실험
집단으로 참석은 원하나 도중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13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한 뒤 통
제집단에게는 10주 이후에 이 교육을 반드시 서
비스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설문지를 2회 응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두
집단 모두 부모교육(부모코칭) 특강을 수료한 자
이며 아동기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
기 자녀를 양육중인 어머니들이다.
연구설계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를 하였다.

혼은 하지 않았지만 한 지붕 밑에서 정서적 교류
가 없이 살고 있거나 별거상태에 있다고 지각한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구성하여 검증
된 훈련 프로그램이다(차영희, 2012).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는 홍경자ㆍ차영희ㆍ최태산ㆍ
채유경이 한국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혼․별
거가정의 부모역할이라고 공역하여(2009) 보급을
시작하는 초기이다.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을 안내
하면서 ‘서양의 이혼가정이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한국 가정의 부모들
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심리적, 물리적으
로 이혼 또는 별거상태나 다름없는 한국가정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협력적공동부모
역할((Cooperative Parenting Program)교육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5주간 총 10회기에 이루어
지며 1회당 120분에서 150분으로 진행하도록 재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자녀를 잘 돌봐주기로
약속하기’, ‘양쪽부모에 끼지말고 부모 모두를
사랑하도록 해 주기’, ‘배우자에게 얽인 감정을
놓아버리기(해방되기)’, ‘분노의 신호활동 연습’,
‘3W, 3P 기억하기’, ‘합의를 끌어내기’등으로 구
성되고 각장마다 역할놀이를 통한 자녀돌보기활
동, 풍선게임과 돌멩이 상징, 촛불의식은 의미있
는 활동이다.

분노수준
분노는 Novaco(1994)가 제작한 노바코 분노검사
연구도구
(Novaco Anger Scale)를 남궁희승(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 중에서 분노인식수준과 분노표현행동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
수준을 측정하는 총32문항을 사용하였다. 김현주
협력적공동부모역할교육은 Susan Blyth Boyan & (2009)가 사용한 역채점문항인 12번은 역코딩 하
Ann Marie Termini(1997, 1999)가 이혼가정의 부모
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
와 자녀를 돕기 위하여 보급하고 있는 Cooperative 다(5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분포는 32
Parenting and Divorce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
점부터 1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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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전검사 신뢰도계수는 램 완료 일주일 후 2013년 5월 25일 사전검사와
Cronbach’ α. 65이고 사후검사 신뢰도계수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
Cronbach’ α .75이다.
며 사후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2명은 직접 찾아가
서 각각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
심리적 안녕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원들에게
협력적공동부모역할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적 는 매 회기마다 참여 소감을 적게 하였고 참여하
안녕감은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척도 지 못한 어머니들에게는 하계 방학기간에 이 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진아(2010)가 타
로그램을 서비스하겠다고 하였다.
당도를 재고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및 전문가 2명 본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의 회의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타당도를 AP(Active Parenting) 전문강사이자 Active Parenting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대인 Trainer이며 매년 AP 지도자 자격연수과정에 참여
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 개인의 성장, 환경지 하고 있으며 한국상담학회 공인 수련감독상담사
배력, 자율성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것 중에서 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자율성을 배제한 총 17문항으로 간편화한 것이며
7문항은 역코딩 문항이고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자료분석
비교적 그렇지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
다(4점), 매우그렇다(5점)의 5점 평정척도로 평가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점수는 17~85점이며 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어머니에게
점수가 높을 수록 응답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점수화하
다고 할 수 있다.
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검사
사전검사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74이고 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 분석방법을 실시하
후검사 신뢰도계수는 Cronbach’ α .73이다.
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자 모두에게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을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후
협력적공동부모역할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을 설명하였고 모든 회기에 참여가 가능한 13명
을 실험집단으로 모든 회기마다 참석은 원하나 1
회기라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13명은 통
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3년 4
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2회 120분-150분
씩 5주간에 걸쳐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

연구결과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 분노수준 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점수에서 유의미
한 차이(t=2.61, p<.05)가 표 1과 같다. 따라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하지 않으므로 어머니
의 분노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를 구하였고, 조정된 사후검
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감소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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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전 분노수준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실험집단

사전

통제집단

M

SD

M

SD

89.31

5.35

84.15

4.69

t
2.61*

*p<.05

․

표 2. 사전

사후분노수준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된

사전 분노

실험
통제

평균과 표준오차

사후 분노

조정된 분노

M

SD

M

SD

M

SE

89.31

5.35

67.15

10.63

64.31

2.61

84.15

4.69

80.46

9.83

83.31

2.61

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분노수
준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공변량의 F값은 9.571, 유의확률은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분노수준의 사전검사를 통제한 상태에
서 주효과인 협력적 공동부모역할 훈련이 분노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F값 23.648, 유의확률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 즉, 협력적 공동부모역할 훈련이 부모의
분노수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 심리적안녕감 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점수에 유의미
한 차이(t=-3.04, p<.01)가 표 4와 같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하지 않으므로 어
머니의 심리안정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를 구하였다. 조
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
와 같다.
이러한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감소가 집
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심리적
안녕감의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사후

표 3. 분노수준 공분산분석

분노수준

변량원
공변량(사전검사)
주효과(집단)
오차
전체

SS

df

MS

F

739.006

1

739.006

9.571**

1825.919

1

1825.919

23.648***

1775.917

23

77.214

3666.038

2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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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 심리적안녕감 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실험집단

사전

통제집단

M

SD

M

SD

38.00

8.31

46.85

6.43

t
-3.04**

**p<.01

․

표 5. 사전

실험
통제

사후 심리적안녕감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된

사전 심리안정

평균과 표준오차

사후 심리안정

조정된 심리안정

M

SD

M

SD

M

SE

38.00

8.31

61.08

8.58

63.85

1.40

46.85

6.43

47.15

3.24

44.38

1.40

표 6. 심리적안녕감 공분산분석

분노

변량원
공변량(사전검사)
주효과(집단)
오차
전체

SS

df

MS

F

519.570

1

519.570

24.436***

1779.158

1

1779.158

83.675***

489.045

23

21.263

2268.654

25

***p<.001

검사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변량의 F값은 24.436, 유의확률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심리적안녕감의 사전검사를 통제한 상태
에서 주효과인 협력적 공동부모역할 훈련이 심
리적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F값 836.75, 유의확
률은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협력적 공동부모역할 훈련이 부모
의 심리적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간에 어려움으로 화가 난 상태라고 지각하고 있
는 어머니들의 분노수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양적분석과
진행 및 소감내용을 구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분노수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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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648,
<P.001). 협력적공동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에 참
여한 어머니들이 ‘분노의 신호활동’을 체험하면서
긴장이완을 통해 분노를 통제하려고 노력했고 자
기감정을 표현하는 기술과 격려하기, 나- 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연습해 오다가 분노다루기에 있어
서는 인지-행동적 접근법으로 자녀 또는 부부간
의 갈등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이같은 결과는 분
노조절 부모교육이 분노수준을 감소시켰다는 김
유정(200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영화를 활
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공격성 감소
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분노상황에서 충동적이기보다는
생리적 각성을 통해 분노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
노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한 평가이므로
분노수준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나 실
제 생활에서 지속적인 분노조절이 이루어질 것이
라는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수지
(2006)는 영화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피험자를 보
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책을
관찰 학습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였
는바 본 연구는 동영상 시청을 통해 부모가 자녀
를 협력적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얻고 있으므로
매체 특성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양의 이혼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부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해
도 자녀문제가 더 어려워짐을 깨닫고 지금의 가
족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혼가정 양육방법이 우리 실정과 다름
을 인지하고 곧바로 협력적공동부모의 역할을 해
야겠다는 각오로 본 연구자가 내준 과제물을 충
실히 했으며 그 과제를 집단원과 다시 한번 의논
해보고 실습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차영희, 2012).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어머니들이 통제
집단 어머니들보다 정서조절에 있어서 가족에게
느끼는 분노를 인간정서의 정상적인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적절하게 수긍할
수 있는 건강한 분노로 표출하는 방법을 본 프로
그램에서 연습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혼 후 자녀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례를 통해 이혼전 부부가 각각 부모․자
녀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절하는 노력을 시청하면
서 이혼 후 공동양육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
아차렸기 때문에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분노수준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에 어려움이
있는 어머니들이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정서 상태를 올바르
게 자각하고 상황에 적절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하유미, 2011)는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협력적공동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자신
의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83.675, <P.001). 이 연구결과는 이 훈련프로
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10 달러의 고통’을 자
녀에게 전달하면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하
거나 배우자의 끈을 계속 이으면서 불평하는 태
도를 되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모습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정내의 문제, 자녀문제를
노출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을 구하면서 집단
원들로부터 지지받거나 자기가 직접 겪고있는 분
노상황을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녕으
로 이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관계, 여성 결혼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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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박옥임,
김진희, 2007)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밝힌 바 있지만 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자녀와의 갈등,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다루
는 동영상 시청이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협력적 공동
부모역할 훈련이 현재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심
리적으로는 이혼․별거상태인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차영희, 2012)
와는 일치한다. 또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 자녀
가 지각한 양육태도는 모두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상철, 유영달,
2007)는 연구결과와 Kleiman(1981)이 부모간의 연
합이 가족의 심리적 건강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을 맺고 있다(유영달, 이은지, 2010에서 재인용)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유영달, 이은지, 2010)를 지지 하고 있고, 법적
인 이혼․별거 상태가 아닌 심리적 이혼, 심리적
별거 중인 어머니 또는 일반가정의 어머니에게
실시한 협력적공동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심리
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는 시간
을 가졌었는데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의 상
황도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것 같다”. “아이 아빠
랑 함께 받는다면 내가 편할 것 같다.” “이혼은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남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면 정말 좋겠다.”, “비디오라도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자녀와의 대화법을 알게 되니 아이들에
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화가 어느 정도 완화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남편에게 잘해주어야겠
다.”, “외국의 사례와 자신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지헤를 얻었기 때문에 잘 해보겠다.”등 긍정적 반
응을 보였으며 “이런 교육이 보급된다면 도움받
는 가정이 많이 생길 것 같다”, “맨붕입니다”, “이
혼 후 자녀양육 책임이 우리나라와 실정은 다르
지만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청
할 필요가 있다.”, “자살문제가 빤히 예상되는데
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등
을 보면 이러한 견해가 본 연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본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제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부모교육 특강시
간에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에 어려움으로 화가 난 상태라고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프로그램 실시기간이 5주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의 동영상은 부부가 동시에
자녀문제를 다루는 과정인데 어머니만이 참석을
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머니 스스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남편,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점을 가지고 효과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특히 집단훈련프로그램을 25여년간 실시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 본 연구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율, 자살율이 급상승
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
에 개개인의 관계 관리를 통한 행복한 가정 유지
를 위한 방안으로 이 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협력적공동양육이 강조
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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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의 아버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장성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
애, 유연옥, 2008)에서 어머니로 제한했기 때문에
에 미치는 영향.
(2).
부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
할 것이다.
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

한국지역사

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1).

서진숙, 이동혁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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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on the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Cha, Young-Hee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on the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6 mothers from the general family in K city. The 26
applic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wo groups, 13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13 for the control group.
The 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has been practiced for 5 weeks and the each session lasted for 120 minutes
to 150 minutes. The effect of this program was evaluated by the tool to investigate the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ooperative parenting program intended to stimulate the strong cooperated parenting relationship
and to maintain the healthy two families for the children who has divorced parents. The cooperative parenting
training program could prevent divorce problem of the family that are experiencing separ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NCOVA to compare the result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s on the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cooperative parenting, anger,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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