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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상담적 함의
최

규 련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내외 이혼관련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을 고찰하고 이혼 전 상담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그 상담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이혼현황을 제시하고 이혼증가
의 사회적 배경으로 결혼의 의미가 변화된 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역할에 대한 젠더 격차가 커지고 있
는 점,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지식부족과 상담시스템의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한 이혼결정요인들을 소개하고 이혼경험자의 주관적 이혼사유들과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고찰하여 그 상담적 함의를 기술하였으며, 이혼상담사례를 통한 임상 실제에서의 함
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 이혼 전 상담, 상담적 함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생활에서 보이고 있는 뚜
렷한 변화는 높은 이혼율과 관련된 것이다. 이혼이

루어지도록 돕고, 이혼 후 가족들의 적응과 가족재
구성을 사회에서 지원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결혼
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서 소멸

우리나라에서 이혼율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여러 학회에서 이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해체현상과 사회문제로 보는 위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
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이혼상담 및 이혼

기론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혼이 개인의 새로운
출발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가족의 재구성측면을

숙려제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협의이혼을 신청하
는 부부들에게 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1주일 내지

강조하는 진보적 관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위기론
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을 통합하여 개인과 가족의

10일후로 늦추어 지정하되 법원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 제도를 2005년 3월2일부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혼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

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혼숙려제도 도입
전에 우리 문화에 맞는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매뉴

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고 만약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혼과정에서도 평화로운 이혼과 조정이 이

얼, 이혼 전 상담과정이나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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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혼건수 및 조 이혼율

이혼건수/천건
조이혼율/천명당
혼인건수/천건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8.3
1.5
398.5

118.0
2.5
362.7

120.0
2.5
334.0

135.0
2.8
320.1

145.3
3.0
306.5

167.1
3.5
304.9

139.4
2.9
310.9

32.5

35.9

42.2

47.4

54.8

44.8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

17.1

200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 조사:혼인, 이혼 편 각 연도 참조 재구성

표 2. 이혼자의 동거기간별 비율

0 ~ 4년
5 ~ 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이상

단위 : %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2.6
25.1
20.6
13.1
8.2

29.2
22.8
18.9
15.6
13.5

29.3
22.3
18.7
15.3
14.3

28.2
23.0
19.0
14.8
14.9

26.9
23.2
19.4
14.7
15.7

24.6
23.1
19.6
14.9
17.8

25.2
22.9
18.9
14.7
18.3

출처: 통계청인구동태 조사:혼인, 이혼 편 각 연도 참조 재구성

이혼 전 상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혼건수가 167.1천건, 조이혼율이 3.5, 혼인건수 대

양한 사유로 이혼여부와 이혼과정에서의 합리적 의
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Brown,1982 ; Young

비 이혼건수도 54.8 % 까지 해마다 증가하였다가
2004년도에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서 인구천명 당

& Long.2003). 그러므로 상담자는 이혼관련 통계는
물론 이혼사유에 관한 구체적 분석결과들과 이혼결

조이혼율이 2.9로 감소하였고 혼인건수 대비 이혼
건수도 44.8 % 로 줄었다. 한편 총 혼인건수는 8년

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가져
야 하고, 동시에 이혼 전 상담과정에 관한 정보들이

만에 증가하여 2004년 310.9천건이 되어서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라는 문제증상이 변화를 보이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관련 연구들은 이
혼실태와 이혼사유에 관한 통계적 기술적 접근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율감소에 대해 통계청에서는 이혼에

하거나 외국의 이혼 전 상담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
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우

앞서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숙려기간’ 도입 논의
와 더불어 충동적인 이혼을 자제하자는 사회분위기

리나라 이혼현황과 이혼결정요인, 이혼사유들을 문
헌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혼 전 상담사례연구를

의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을 한다. 여성단체에서는
그동안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가정안의 불

병행하여 상담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평등과 폭력, 외도 등을 참지 못한 여성들의 독립욕
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나 최근 호주제폐지 움직임
등 여성지위향상 조처에 따른 여성들의 욕구완화와
더불어 이혼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부족에 따른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
이혼 추이
이혼 추이를 보면 표1에서와 같이 2003년도까지

삶의 질 저하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이혼감소에 영
향을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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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혼 종류별 이혼 건수
1995년

단위 : 천 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68.3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협의이혼건수
(%)

54.1
(79.2)

97.6
(83.6)

98.9
(83.8)

100.2
(83.5)

111.7
(82.7)

121.9
(83.9)

143.6
(85.9)

117.6
(84.4)

재판이혼건수
(%)

13.0
(19.1)

19.1
(16.3)

18.9
(16.0)

19.2
(16.0)

22.6
(16.8)

22.7
(15.6)

22.3
(13.3)

21.0
(15.1)

출처: 통계청인구동태 조사 : 혼인, 이혼 편 각 연도 참조 재구성

이혼자의 동거기간별 비율은 표2에서 보듯이 4년

가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불합리한 가족관계와 사회현실, 법, 제도,

이하 부부들의 이혼이 해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지만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20년

관습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가부장적 결혼제도에서 오는 성불평등에 저항하고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은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혼생활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김혜
련,1995 ; 이재경,2000) 이 제도의 역할에 익숙해있

.이혼자의 동거기간별 비율

는 남성들의 전통적 역할기대는 많이 바뀌지 않아
더욱 역할에 대한 남녀간의 젠더 격차가 커지고 그

이혼종류별 이혼건수
이혼 중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3과 같이
1998년 이후 최근까지 84%～ 85%이고 재판이혼은
15%내외를 보였다.

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이
혼에 대한 견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 태도와 실
제행동에서 남성은 보수적이고 여성은 진보적인 차
이를 보였다(여성부,2004 ; 통계청, 2004). 특히 결

이혼증가의 사회적 배경

혼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성이 이혼을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연구자는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보

청구하며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가부장적인 남성의
무시, 억압, 학대 등으로 인한 갈등을 누적시켰다가

았다.
첫째로 결혼의 의미와 가족가치가 변하였기 때문

자녀를 키운 후에 새로운 자기를 찾고자 표출하는
것이다.

이다.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주의와 개인주의 가
치가 확대되면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

셋째로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즉 자
녀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처

고, 결혼동기가 애정과 친밀감, 개인의 행복추구로
바뀌어졌다(한경혜,1993). 그리하여 부부간에 애정

럼 부부가 분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유대
감과 친밀감이 약화되고 대면적인 접촉이 부족하여

이 식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면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

갈등이 장기화, 만성화되는 결과 이혼에 이르는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외적 변화 외에도 혼외관계에 관

태도가 만연된 것이 이혼증가에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에 대한 젠더 격

한 허용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이성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남녀 모두의 외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차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것도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1997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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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이후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여파로 노동시

제한점을 지니나 서울가정법원에서 2005년 3월부

장이 불안정해지고 경제회복이 불투명해진 점도 이
혼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하겠다.

터 이혼숙려제도를 1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법원
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한 이혼신청부부 71쌍 중

넷째로 법제도의 변화 영향 때문이다. 1991년도부
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은 혼인 시 재산분할청구

14.08%인 10쌍이 이혼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한다
(한겨례신문, 2005).

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의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할

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상담적 함의

수 있는 등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조항이 많이 개정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흔히 이혼관련 상담은 이혼과정에 따라 3단계로

가해자 처벌법이 1997년 제정되면서 심각한 가정폭
력을 참고 살던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구분된다. 즉 이혼 전 의사결정단계, 이혼 진행 중
법적, 정서적 문제대처가 주가 되는 이혼 재구성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제가 마련된 것이 역
시 이혼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계, 이혼 후 적응단계이다. 보통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와 이혼 재구성단계의 상담을 이혼 전 상담이

다섯째로 부부들의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지식부
족과 상담시스템의 미비 때문이다. 다양한 가치관

라고 한다(Brown,1986). 본 고에서는 이혼의 심리
사회적 원인을 이혼결정 요인과 이혼사유를 중심으

이 혼재하고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한 현대가족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

로 고찰하고 그에 따른 이혼 전 상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이고, 이때 상호 이해노력과 대화를 통한 의견조
정이 필수적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

이혼결정 요인과 상담적 함의

는 결과 이혼이 발생하는 것이다. Gottman(1994)에
의하면 부부의 이혼여부는 얼마나 사랑하는 상대를

1980년대이후 국외 이혼연구들은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하여 이혼이 단순히 불행한 결혼의 자연스런

만났는가보다는 결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고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결과가 아니고 비용(cost)과 보상(reward)이 될 대
안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일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상담이나 부부교
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갈등해결을

즉 결혼관계에서 보상이 비용보다 크면 그 관계는
지속하지만 비용이 보상보다 크면 관계는 약화되어

돕는 전문상담 시스템이 미비된 것에도 원인이 있
다. 즉 갈등해결 교육기관과 가족상담기관의 부족,

종결되고 이 과정에서 비교수준과 비교대안수준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비교수준은 자신이 기대하는

인력부족, 예산부족, 상담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이혼율 증가에 작용하였다 하겠다(최규련, 2004a,b).

만큼 보상과 비용이 교환되는가를 평가해보는 기준
이며, 비교대안수준은 현재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

한 보고(김소야자, 2005)에 의하면 기혼남녀 중
45.8%가 이혼을 고려중이고 특히 별거 중이거나 30

과와 대안적 상황에서 얻어질 결과를 비교 평가하
는 기준이다(윤경자, Nye, 1979; Schumn, 1993).

대, 대졸자의 경우에 더 이혼을 고려중이며 이중
92.8%가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그림 1은 Lewis 와 Spanier(1979)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중범위 이론을 연구자가 이혼결정요

다. 갈등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상담시스템이 이혼
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최근 자료에서 확인

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Levinger(1979)의
결혼해체 장벽과 결혼대안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교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효과성에 대한 자
세한 분석이이 없어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는

환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결혼관계에 따
른 보상과 비용은 결혼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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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혼의 질은 이혼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들이 이혼 전 상담에서 갖는 함의로

서 결혼의 질이 낮을 때 이혼결정 가능성은 증가하
고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결혼해체 장벽과 결혼대

는 먼저 이혼이냐, 결혼지속이냐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부부 각자의 결혼의 질을 보상과 비용 측면에

안이다. 결혼해체 장벽은 이혼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부관계 해소에 대한 내적․외적

서 평가하게 하고, 결혼해체 장벽, 결혼대안들을 충
분히 검토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제약이나 방해 등이 포함된다. 내적 제약에는 이혼
에 반대하는 종교교리, 부부간의 유대, 가족에 대한

이혼을 고려하는 내담자들이 흔히 갖는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절망과 낙심, 미움과 포기상태의 정

걱정과 염려, 자녀양육의무감 등이 있고, 외적제약
은 가족존속에 대한 사회의 규범적 기대나 압력, 이

서들을 이해하고 결혼생활에 따른 비용을 확대해석
하고 보상측면을 최소화시키는 관점들을 객관화시

혼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 의식, 이혼에 따른 법적․
경제적 제약 등이 있다. 결혼대안은 현 결혼관계 외

키는 작업이 필요하다(Young & Long, 2003). 그리
하여 내담자들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작은

에 다른 대안적 선택들- 교육기회, 경제적 자립, 직
업적 발전, 새로운 애정파트너의 애정, 재혼가능성,

희망과 가능성을 찾고, 결혼생활과 배우자와의 관
계에서 갖는 보상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켜

독신의 자유로움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
과 등이며 이 변인들은 이혼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

서 결혼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기회를 갖도
록 돕는 일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기

친다.
경험적 연구들(김득성, 1992; 정혜정, 2002; 최연

법으로 결혼생활 진단과 강점찾기, 취약점과 갈등
에 대한 재구성, 결혼생활과 배우자의 긍정적인 면

실, 옥선화, 1987; Udry, 1981)에서 이 이론이 타당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한 연구(한경혜

인지, 배우자의 말 경청과 이해하기, 배우자에 대한
사과와 용서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외,2004)에서는 결혼해체 장벽에 대한 인식이 성별
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은 이혼 후 정서적 측면

이혼결정 전에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혼에

이 중요하나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도구적
측면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보다 남성

따른 보상과 비용, 이혼 후의 대안계획과 그 실현가
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들에게서 이혼은 인생실패라는 통념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이혼결정의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

검토방법은 독일의 이혼결정단계에서의 상담에서
도 동일하게 발견된다(이남옥, 2005).
검토결과 내담자가 결혼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체 장벽
결혼관계에 따른
보상

-

+
결혼의 질

-

이혼결정
+

결혼관계에 따른
비용

결혼대안

그림 1. 이혼결정에 관한 사회교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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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상담자는 결혼생활 진단을 토대로 문제와

있다. 그런데 자료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이혼사

취약점별로 적절한 상담모델을 적용하여 갈등문제
해결에 개입하며, 결혼의 질과 관계향상에 도움이

유 구분이 동일하지 않고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연구는 Ponzzetti 등(1992)의 이혼

되는 프로그램을 집단이나 개별부부를 대상으로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담자가 이혼하기로 결정

이유의 소재(the locus of the reason)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였으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결혼해체 장벽이 역시
이혼 후 적응에 장애로 작용하므로 이를 극복하는

이들에 의하면 이혼 이유의 소재는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 개인적/개별적 (individual/

방안을 찾도록 돕고, 동시에 이혼 후의 대안이 실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하며, 이혼

personal) 소재(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폭언, 성격
파탄, 주벽, 외도, 도박, 거짓말, 불성실, 불신, 의처

에 따르는 조건협상을 평화스럽게 이성적으로 하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때 남성 내담자 경우에 사

증, 낭비, 경제적 무책임, 처가재산을 탐냄, 맞벌이
강요), 둘째 부부 상호간의 관계(dyadic/relational)

회적 편견과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가 이혼결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

소재(성격차이, 가치관차이, 애정상실, 성적 불만,
신앙불일치, 아내역할 불충실) 셋째 제3자와의 관

을 미치기 쉬우므로(권소영․옥선화, 2005 ; 옥선
화․성미애,200)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도록

계(social network) 소재(혼수문제, 시가의 간섭 및
학대, 시부모 부양 거부, 친정부모를 학대, 처가의

해야 하고, 동시에 여성 내담자 경우에 직업구하기,
경제적인 생활대책과 자녀부양문제를 이혼 결정전

간섭 및 학대), 네째 환경적/상황적(circumstantial
/situational) 소재(경제파탄, 자녀출산불능, 신체결

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함, 질병, 시부모와 한방 사용, 생사불명, 장기별거)
들이 있다. 물론 대개의 이혼사유가 간단하거나 단

이혼사유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이혼 경

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지만 연구의 편의
상 주된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그 순위, 이혼사유에

험자를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나 심층 면접조사를 하
거나 이혼신고 시 통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서의 성차, 연령차 등을 살펴보고 상담적 함의를 논
의하기로 하겠다.

이혼 사유와 상담적 함의

의 연구들에서는 혼외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양
과 질의 문제, 낮은 결혼행복도, 부부간 성격 및 가

이혼사유 순위와 상담적 함의

치관의 불일치,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갈등 등이
이혼사유로 제시된다(Kitson &. Sussman,1982 ;

부부간의 관계 소재인 성격차이 및 가치관 차이
가 이혼 사유 중 가장 수위를 차지하였다. 표4에 의

Ponzzetti et al. 1992).
우리나라의 이혼사유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 혹

하면 연도별 전체 이혼자가 보고한 이혼 사유 중 성
격차이/가치관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 비율

은 기관의 면접/상담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들(곽
배희,2002 ; 김수정, 2003 ; 김정옥, 1993 ; 김정옥․

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에는 49.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이혼경험자 연구들과 이혼상담기관

박경규,1993 ;김혜련, 1995 ; 변화순,1997; 옥선화․
성미애,2004 ; 한경혜외, 2004 ; 한국가정법률상담

의 대부분의 보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연구대상
에 따라 40%～ 50%정도를 보였다.

소, 1999, 2004, 2005)과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자
료,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재판이혼에 관한 통계자

이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 가치관이 혼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상

료를 이용한 연구(이재경,2000 ; 이현송,1999 )등이

부부간의 가치관이 상충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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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혼사유

단위: 천 건 (%)
2000년

계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
기타

120.0(100.0)
9.7( 8.1)
5.2( 4.3)
26.3( 21.9)
12.8( 10.7)
48.2( 40.1)
1.0( 0.9)
16.8( 14.0)

2001년

2002년

135.0(100.0)
11.8( 8.7)
6.3( 4.7)
23.8( 17.6)
15.6( 11.6)
58.1( 43.0)
1.0( 0.7)
18.5( 13.7)

145.3(100.0)
12.6( 8.6)
6.9( 4.8)
20.9( 14.4)
19.7( 13.6)
65.0( 44.7)
0.9( 0.6)
19.3( 13.3)

2003년
167.1(100.0)
12.3( 7.4)
7.2( 4.3)
21.7( 13.0)
27.4( 16.4)
75.7( 45.3)
1.0( 0.6)
19.9( 11.9)

2004년
139.4(100.0)
9.7( 7.0)
5.9( 4.2)
14.0( 10.0)
20.5( 14.7)
68.9( 49.4)
0.9( 0.6)
16.9( 12.1)

출처: 통계청인구동태 조사 : 혼인, 이혼 편 각 연도 참조 재구성

때문일 수 있고, 아울러 부부 상호간의 결혼생활과

발견된다. 젠더격차문제는 남성이 여전히 가부장적

배우자에 대한 기대차이나 의견 차이를 대화로 조
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그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성 역할관을 갖고 부부관계보
다 직계가족의 화목과 효를 중시하는데 비해 여성

러므로 이혼 전 상담에서 성격차이나 가치관의 상
충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에게서 성격차이로 인

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역할관과 개인주의
가치관과 핵가족 중심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

한 갈등이 있지만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고 배우자
에 대한 피해의식이 적으며 다른 복잡한 문제가 중

다(김혜련,1995;이재경,2000). 이런 경우에 상담자는
먼저 부부 각자의 평등의식과 부부관계의 평등지

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보류하고 결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Young

수, 그리고 부부갈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변화
의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각자의 확대가족과의 정

& Long,2003:264), 즉 부부간의 상호기대의 차이나
성격차이를 수용하고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

서적, 경제적 독립정도와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여
이점에서 긍정적이면 부부를 대상으로 상대방을 존

적 기대를 수정하여 성격차이가 결혼생활에 상보적
으로 기능하도록 부부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는 작

중하고 인정하며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도록 돕
고, 특히 남성이 양성평등 의식과 실천능력을 갖도

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노조절 방법훈련과 성
격차이에 대한 재구성(재명명)기법 등을 사용하고,

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신뢰, 인정, 자기표현 등을 하도록 돕는다. 그

MBTI 검사, MMPI검사, 가족화진단 등을 활용하
며,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훈

러나 만약 남성의 확대가족과의 밀착이 심하여 평
등한 부부관계를 만들어 갈 의지가 부족하고 상담

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 심각하거나 만성
적인 성격차이로 애정과 신뢰가 약화되어 있거나

동기도 결여된 경우, 또 여성의 남성의 변화노력에
대한 불신이 많고 부부로서 유대감이 상실된 경우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고통이 대부
분이고 긍정적 보상을 인지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에는 결혼관계 개선이 아닌 이혼결정과 원만한 이
혼과정 진행으로 개입목표를 바꿔야 할 것이다.

경우, 또는 부부로서 유대감이나 관계개선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도

그 다음으로 많은 이혼사유는 경제문제로서 표4
에 의하면 2004년도 이혼사유 중 경제문제가 14.7%

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관 차이 중에서 역할에 대한 젠더격

를 차지하였다. 경제문제는 실직이나 수입원 중단,
경제파탄 같은 환경적/ 상황적 문제의 성격을 지니

차문제는 부부상담과 이혼 전 상담에서 가장 흔히

면서 동시에 경제적 무능, 낭비, 신용카드남용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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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문제의 성격을 지녀서 분명하게 구분하기

편의 외도에는 이혼보다는 갈등해결을 원하는 경향

힘들다. 어떻든 경제문제가 이혼사유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

때문으로 해석된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5). 한
편 여성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외도로 인

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로 오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는 먼저 경제문제가 결혼생활에

한 이혼상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혼인기간이 길어
져서 외도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지만 남편의

미치는 영향을 수용하도록 돕고, 경제문제가 부부
외적 요인과 관계 요인, 내적 요인 중 어느 부분에

만성적인 외도가 계속되어 결혼생활이 파탄상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인하는 지를 찾아서 그 원인에 따라 대처방법과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가

이처럼 외도나 폭력 등의 개인적 문제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필수요소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되는 것은 부부의 누적
된 개인적 문제나 관계문제 등이 부부 외적 요인에

가 부부간의 신뢰와 개방적 의사소통임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에 오는 외도, 폭력

의해 촉발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혼
전 상담에서 경제문제를 다룰 때는 상담자는 부부

행위자들은 배우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배우자도 고
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부

가 건전한 경제관과 책임감을 갖고, 상호 결속감과
신뢰감, 협동심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점검결

분의 상담자들은 외도나 폭력에 이르게 한 부부불
화문제는 부부공동의 책임일 수 있지만 외도와 폭

과 긍정적이고 노력을 할 의사가 있다면 개방적 대
화를 하게 해서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과 부부가 공

력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
(Brown & Brown, 2005;Young & Long,2003). 그

동으로 노력할 것을 찾으며, 가족 내외의 자원을 활
용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러므로 외도나 폭력 문제로 이혼 전 상담을 하는 경
우에는 이혼 결정여부를 떠나서 외도나 폭력 행위

는 이혼 후의 대비책마련과 평화로운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배우자의 인격과 부부관계
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이외의 이혼사유 중 개인적 소재를 살펴보면 배
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건강문제 등을 합친

다. 특히 폭력의 재발을 막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만일 부부 양방에게 관계개선 의지가 있고, 행위자

비율이 표4 에서 해마다 12 ～13%, 내외로 기타 사
유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배우자 부정

의 사과와 재방방지 의지, 그 배우자의 용서와 신뢰
회복 가능성 등이 긍정적이면 상담자는 관계개선

은 7～8%, 정신적 육체적 학대는 4%로 개인적 사
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혼소송을 낸 부

방향으로 도울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혼
결정을 도와야 한다(Brown & Brown, 2005: 279).

부들의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
이고, 본인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 폭

또한 이혼 사유 중 시가, 처가와의 갈등 등 제3자

력이 33.3%로 개인적 소재비율이 매우 높았는데(법
원행정처,2004) 이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

와의 관계소재에 속하는 가족간 불화의 비율은 표4
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

야 하는 재판이혼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
제들이 결혼파탄을 가져오는 심각한 개인적 문제라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단일사유로는 부정이나 폭력
보다 비율이 높다. 한 보고(옥선화, 성미애,2004)에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전체 사유 중 1/3을 차지

서도 이 사유가 20,30대 이혼경험자들의 이혼사유
로 성격차이, 애정상실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하여 단일 이혼사유로는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부
정행위는 그 다음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

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중요시 되던
확대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현대사회의 결혼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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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적응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적 관계패턴, 부부간의 신뢰도와 친밀도 정도, 갈등

젊은 부부들의 갈등과 많이 연관됨을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혼 전 상담을 하는 경우에, 그리

과 외부요인과의 연관성, 그리고 개인의 문제, 가족
력, 환경적 문제 등을 진단하여 핵심문제를 파악하

고 젊은 부부들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시가,
처가와의 관계를 진단하고 현재 부부갈등과의 연관

고, 부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여부에
따라 관계개선과 이혼결정 여부를 정하도록 개입하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상담자는 부부의 시
가, 처가와의 갈등정도를 점검하고 그들의 원 가족

여야 할 것이다.

과의 밀착정도와 문제대처 방법, 상호작용관계 등
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개선을 돕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부 각자가
원 가족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 다음 부부체계를 강화시키고 결속력과 유
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시가, 처가와의 관계와 문
제대처에 부부가 협력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만
일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양방 모두가 원 가족과의
밀착관계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거나 원 가족으로부
터의 독립 가능성이 적을 때, 또는 관계개선의지가
적을 때는 이혼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
려운 사유인 기타 사유가 이혼사유 중 차지하는 비
율이 표4에서 해마다 12%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는 단일한 사유가 아닌 여러 문제들 예
를 들면 성격차이 외에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 시
가와의 갈등, 경제문제 등과 처가와의 갈등, 개인의
습관문제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곽배희,2002 ;
김정옥,1993 ;옥선화, 성미애,2004 ;이재경,2000 ; 한
경혜 외,20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4,2005). 이러
한 경향은 결혼생활과 부부관계 자체가 다양한 요
인으로 구성되는 속성 때문이지만 복잡한 현대사회
에서 더욱 그 복합성과 다양성이 커지는 데 기인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 전 상담자는 제시되는 이
혼사유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개입해야 하지만 그
들의 결혼생활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을 체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Brown & Brown, 2005:109). 즉 상담자는 부부의
가족생활주기 단계, 가족규칙, 역할기능, 상호 순환

이혼사유에서의 성차와 상담적 함의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에서 성차가 보고된다. 즉
남성들은 주로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다, 시댁에 잘
하지 못 한다”를 지적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남편
이 날 존중하지 않는다, 매사를 일방적으로 생각하
고 행동한다, 나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등을
지적한다(곽배희,2004 ; 이재경,2000). 그리고 이혼
상담 중에서 여성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무책
임 등을 이혼사유로 지적하는데 반해 남성은 생활
양식의 차이나 처가와의 갈등문제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5). 이
재경(2000)과 한경혜(2005)은 남성들은 자신의 원
가족에 아내를 포함시켜 직계가족관계를 유지하려
는 부계가족관념이 강한 반면 여성은 결혼으로 형
성된 생식가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남성의 결
혼과 여성의 결혼이 다르듯이 남성의 이혼과 여성
의 이혼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 경향은 서구사회에서도 동일하여 이혼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성역할 갈등” 내용에서 남성은 가
장의 권위, 아내역할 충실 등 역할규범에 관한 갈등
을 문제로 말하나,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대
우와 자신의 역할과 독립성을 찾고자 하는 데서 오
는 갈등을 문제로 말한다(Kitson & Sussman,
1982). 또한 여성들은 남편 개인의 문제와 부부 상
호간의 관계적 측면을 이혼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남성들은 개인이나 부부외의 제 삼자를 이혼
의 사유로 언급하거나 경제파탄 같은 환경적 상황
적 요인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Ponzetti et al.,1992).
또한 남녀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이혼의
첫째사유로 공통적으로 들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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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력을 주 원인으로 한 부당한 대우(3호)가 그

연령대에 따른 이혼사유 차이와 그 상담적 함의

다음으로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출
을 주 원인으로 한 악의의 유기(2호)가 많았다(곽배

2004년 한 해 동안 이혼문제를 상담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여성이 83%를 차지하였고 이들 여성노

희,2002 ; 김정옥,1993 ; 법원행정처,2004, ; 이재
경,20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4,2005)), 그리고

인은 전체 여성보다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외도문제
를 이혼사유로 많이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혼한 노

남성의 가정폭력에 따른 여성의 가출이 발생하고,
아내들은 외도, 폭력 등의 오래 동안 누적된 문제를

년기 부부들은 갈등해결보다 이혼상담을 더 신청하
였다. 노년 내담자들의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이혼사유로 제기하는데 비해 남편들이 말하는 아내
의 가출이나 폭력은 정당 방위적이고 일회성 성격

어려운) 사유는 남녀 모두 경제갈등으로 인한 것이
많아서 노년기 부부의 경제적 불평등문제 해결이

이 강한 것이 많았다(곽배희,2002 ; 이재경,200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5).

가정해체 방지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한국가정
법률상담소,2005). 한편 이혼한 부부연구(김수정,

그리고 여성의 이혼 청구율이 늘어나고 있어 재
판이혼에서 여성의 청구율이 1995년 53.9%이었는

2003)에서 6호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와 협의이혼이
남녀 모두 20대 ～ 30대 비율에서 높았고 또한 교육

데 비해 1999년에는 64.2%에 이르고, 또한 이혼이
나 별거를 제의하는 비율도 여성이 높아서 2003년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 결과에서 여성노인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과

여성이 66.7%이고 남성은 30.6%로 나타났다(중앙
일보,2005). 이 수치는 서구 이혼의 2/3내지 3/4이

외도문제가 많다는 것은 노년기 이전부터 누적된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과 남성우월적 행동으로 인한

여성의 요청에 의한 정도(Ahrons,1999)보다는 낮지
만 우리나라도 여성의 의식변화 속도로 미루어 이

욕구불만이 이 시점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상담적 함의로 황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런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더 원하는 경우에 남성들은 이혼

는 남성들이 젊을 때부터 가부정적 사고에서 벗어
나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혼인의 순결을 지키

합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 적응에 더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2003).

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중년
기 이전 부부들에게 평등부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 결과들의 상담적 함의는 먼저 이혼 전 상담자
가 이혼사유에 대한 지각이 부부간에 차이가 있을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혼사유 중 경제적 불평
등도 단순히 환경적 상황적 소재가 아닌 개인의 통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들에게도 성별에 따른 인지 차이를 수용하고

제와 독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며, 체계적 관점에서 성별 차이가 만드는 역기능

는 일이 필요하다. 한편 개별적, 개인적 소재가 주
요한 이혼사유가 되는 노인부부들에 비해 젊은 부

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담자는 여성의 권리 찾는 노력과 평등주의

부들의 경우 이혼사유가 복합적이고 관계적 소재
가 많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젊

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남성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우
월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적 관점을 갖

은 부부에 대한 이혼 전 상담에서 이혼사유를 찾기
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노인부

고 여성의 인격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도와야하
며, 여성에게 이혼요구를 받는 남성들의 정서적 고

부들의 경우는 폭력, 외도 등이 만성화되어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상태이고 여성노인들의 이혼요구가

통완화도 병행해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완강해서 관계개선 시도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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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상담적 함의

높은 반면 젊은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개입대상문제

있고 문제가 만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핵심문
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을 보류하고

첫째 사례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문제, 노름과
술, 늦은 귀가와 가정에 소홀, 습관적인 거짓말, 생

관계개선 노력을 시도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활비 제대로 안줌, 대화단절, 폭력문제를 제시하고,
남편은 아내의 계속적인 전화, 의심, 남편집착, 아내

이혼 전 상담 사례를 통한 상담적 함의

의 짜증과 잔소리, 폭언문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사례의 문제는 아내는 남편이 컴퓨터 오락

앞에서 살펴 본 이혼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적
용하면 이혼전 상담은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에 대

과 인터넷 탐색에 빠져서 새벽 3시-4시까지 잠을
자지 않아 아내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문제,

한 평가, 결혼생활의 보상과 비용, 결혼해체장벽과
결혼대안에 대한 비교를 하고 이성적으로 의사소통

남편이 늦게 일어나 점심때쯤 출근하여 가정생활
리듬이 비정상인 문제, 애정표현 부족과 성생활 중

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하는 성격을 지닌다하겠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이

단, 남편의 처가식구와의 불화로 친정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아내의 며느리노릇을 강요하는 것,

혼 전 상담 사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임상에서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주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 화날 때 폭언과 물건부
수는 행동, 아내를 통제하려는 강압적 태도 등을 문
제로 제시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예민함과 결벽증,
짜증과 잔소리, 간섭, 폭언, 남편집착 문제 등을 제

사례개요 및 개입시기
첫째 사례는 6살 아들을 두고 7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회사원 남편(35세)과 전업주부인 아내(31세)

시하였다.

개입목표

를 대상으로 두 달 간 8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였
다. 남편의 가정에 대한 불충실과 외도문제로 부부

두 사례 개입목표는 공통적으로 상담기간 동안

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아내의 오빠권유로 부부가
같이 상담에 오게 되었고 아내는 상담을 통해 남편

부부관계 개선노력을 하는 것이고, 관계개선상태를
평가하여 결혼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이 변화하고 결혼생활이 개선되기를 원하였으나 남
편은 아내와의 애정이 식은 상태로 권유에 마지못

의 구체적인 개입목표는 상담자의 중재로 부부가
합의한 것이다.

해 따라왔고 이혼을 고려 중이었다.
둘째사례는 5살 아들을 두고 6년간 결혼생활을

첫째 사례에서 개입목표는 첫째 부부간의 역기능
적인 행동을 기능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즉 남

해온 자영업자 남편(34세)과 전업주부인 아내(31
세)를 대상으로 두 달간 9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

편은 외도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충실하기, 거짓
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기, 집에 전화하기, 약속지

였다. 계속되는 부부불화와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
로 아내가 쉼터에 피신하여 3주간 머무르면서 이혼

키기를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자주 전
화하지 않기,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서비스

방법을 알아본 후 교회목사님의 권유로 남편과 함
께 상담자를 찾아왔다. 아내는 결혼지속과 이혼 중

해주기를 노력하도록 한다. 둘째 부부대화법 교육
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셋째로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원하였다. 남편도 잦은 부부싸움과 아내의 잦은 가

부부 상호간의 애정표현과 친밀감을 증진시킨다.
둘째 사례에서 개입목표는 첫째 남편과 아내의

출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이었고 아들을 위해 현명
한 의사결정을 원하였다.

역기능적인 행동을 기능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즉 폭언과 폭력 안하기, 남편의 컴퓨터게임과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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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련

넷 사용시간 줄이고 취침시간을 앞당기기, 아내의

인 반응을 노력으로 인정하였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아내의 남편
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서비스 등을 노력하도록

4회기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2주
만에 이루어졌고 남편의 거짓말과 시가식구의 거짓

한다. 둘째 개입목표는 애정표현과 성생활 개선이
다. 셋째 개입목표는 부부대화법 교육을 통하여 효

말, 아내의 추궁과 폭언 때문에 부부가 언쟁하여 부
부 사이가 악화되었다. 5회기에서는 척도질문으로

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한다. 넷째 개입목표는 시
가, 처가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무를 강요하지

각자와 상대방의 관계개선노력 정도를 알아본 결과
남편은 본인 4점, 아내는 2점을 주고, 아내는 본인

않고 자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4점, 남편 4점을 주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내의 태

개입과정과 결과
두 사례 모두 1차적 상담목표는 관계개선을 위해
최소한 2개월 이상 노력하는 것이고 그 후에 결혼
지속과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첫째 사례에서 1회기는 개별면접과 부부면접 병
행, 2회기～ 6회기는 부부면접, 7회기～8회기는 부
부 개별면접 후에 부부면접으로 진행되었다. 1회기
는 남편과 아내가 호소하는 문제와 상담동기, 목표
등을 파악하고 부부와 상담목표에 합의하였다. 2회
기는 남편과 아내가 과제를 잘 수행한 것을 확인하
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적고 바꿔본 다음 그중
에서 자신이 노력할 것을 0표하고 부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부부가 교대로 말하기와
듣기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
사를 표현하며 자신이 사과할 점, 자신이 바라는
것, 앞으로의 행동계획 등을 교환하게 하였다. 과제
로 자신이 노력할 점을 실천하기와 대화기술 연습
하기를 내주었다. 3회기에서는 남편이 최근 외도한
여자와 핸드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서 아내의
흥분과 분노가 고조되었다. 이에 대해 남편의 입장
을 들어보고 상담자의 권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사
과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사과가 100% 진심이 아
니며 아내 잘못도 있다는 태도이고 마음이 정리되
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남편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
보고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관계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한 부부 두 사람의 노력에 초점을 맞
추어 개입하였다. 남편이 전화하기, 일찍 귀가, 아이
와 놀아주는 행동이 있었고, 남편도 아내의 긍정적

도를 문제삼는 것은 관계개선 의욕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라고 반응
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형사 같이 의심하고 추궁하
며 과거에 얽매여서 계속적으로 비난과 트집을 잡
을 것이므로 노력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6회
기에서 결혼생활의 긍정적인 면, 배우자의 좋은 면
과 고마운 점,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게 하고 관계개
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신뢰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상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7회기와
8회기에는 개입목표를 바꾸어 최선의 결정을 하도
록 도왔다. 이때 부부 각각에게 결혼생활의 보상과
비용, 이혼결정에 따르는 문제와 장벽, 좋은 점과
가능성 등을 비교검토하게 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왔다. 남편은 이혼하기를 원하여 이혼을 제기하
였고 결혼유지를 바라던 아내는 이에 분노하고 이
혼을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상담에서 이혼합의가
되지 않아서 남편이 이혼소송하겠다고 하였다. 이
에 아내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할 자
격이 없음을 주장하여 두 사람 모두 법률전문가에
게 법률자문을 받도록 의뢰하였다.
둘째 사례에서는 1회에서 9회까지 부부면접으로
진행하였다. 1회기에는 결혼생활 진단표로 결혼생
활의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기대와 충족정도를
파악하였고 남편과 아내가 호소하는 문제와 상담동
기, 목표 등을 파악하고 부부와 상담목표에 합의하
였다. 2회기와 3회기에는 각각 아내와 남편의 생애
곡선(life-line)을 그려오게 해서 이를 중심으로 성장
사와 가정환경이 현재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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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하였다. 4회기와 5회기는 각

쉬웠다는 점이 이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아내와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해서 좋은 점과 얻
은 점,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부부관계

또한 이혼결정요인의 작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례
가 둘째 사례에 비해 결혼의 질 비교수준에서 더 낮

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장점을 검토하였다. 6회
기부터는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목표가 합의되

았다. 그리고 첫 째 사례에서 결혼해체 장벽요인으
로 남편의 경우 종교성이나 부부간의 유대, 가족가

어 9회기까지 분노조절, 배우자에 대한 수용과 존중,
대화방법, 시간관리, 스트레스해소방안과 갈등해결

치 중시 등의 요인이 적고 아내는 더 높았다. 둘 째
사례에서는 시가 전체와 부부가 헌신적인 기독교인

방법 훈련, 애정표현과 성생활 개선, 시가, 처가와의
관계문제 해결방법을 다루었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으로 가족가치를 중시하고 부부간의 유대감이 있으
며,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혼과 결혼지속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하는 개입이 결혼

논의와 상담적 함의
두 사례는 위기상황에 있었던 점은 유사하지만
첫째 사례는 이혼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둘째 사례
는 관계개선으로 종결되는 차이를 가져왔다. 그 원
인으로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개입대상 문제가
폭언과 폭력, 남편의 개인적 습관적 문제와 애정표

생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결혼대안 요인으로 첫 째 사례는 남편의
외도상대가 미혼이고 애정 파트너관계를 유지하여
이혼 후 재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이 결과에 작용
하였을 것이다.

현 부족, 아내의 남편집착 등이 있었다. 그러나 첫
째 사례에서 남편의 외도문제는 남편이 진정으로

결

론

사과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아내가 용서하
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관계개선이

이혼 전 상담은 이혼숙려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가능한 것인데 남편의 태도가 불분명하고, 상담기
간 중에 외도 상대와 다시 연락하는 등의 행동이 발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입안자는 물론 이혼을 고려
하는 사람들, 상담 전문가들 사이에 큰 관심이 모아

생하였고, 이에 누적된 남편의 습관적인 거짓말 문
제, 술과 노름문제 등과 이에 이어지는 아내의 의심

지고 있는 주제이다. 실제 이혼 전 상담은 이혼이라
는 위기를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긴 과정으로 이해하

과 추적행동 등이 바뀌어 지지 않아 관계개선에 걸
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개입과정

고 현명한 의사결정과 이혼 이후의 적응을 돕는 것
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의 사유만을 분석하

에서 첫째 사례는 남편이 이혼을 고려하고 아내는
남편의 변화와 관계개선을 원하여 상담동기도 높았

는 것보다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이혼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지에

다. 둘째 사례는 아내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변화와 관계개선 위한 상담동기가 높았고

대한 과정에 대한 지식들이 이혼 전 상담에 필요한
데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남편은 관계개선을 원하였다. 그리고 첫째 사례의
경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다른 상대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혼현황과 이혼증가
의 사회적 배경, 이혼결정요인, 이혼의 심리사회적

와 정서적 친밀감과 감정교류가 되는 상태이고 아
내와 외도상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둘째 사

원인을 문헌연구와 이혼 전 상담사례 연구를 통하
여 고찰하고 그에 따른 상담적 함의를 논의할 목적

례에서 남편은 컴퓨터게임과 인터넷탐색 등과 아내
와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탈 삼각관계화

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
태에서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의식

가 둘째 사례에서 더 용이하였고 그 후유증 극복도

과 기대, 평가가 다르다는 것과 이혼사유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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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련

특징들과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여성부(2004).「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혼 결정요인에서 사회
교환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고, 문헌연구고찰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주최 세미나 자료집.
옥선화, 성미애(2004). 20,30대 이혼 남녀의 이혼과

과 이혼 전 상담사례를 통한 상담적 함의를 논의하
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혼 후 적응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
학회지. 42(12),141-16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상담적 함의부분에서 연구
자의 주관과 추정이 배제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임

윤경자, Schumm.W. R.(1993).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결혼관계에서의 비교수준과 대안에 대한 비

상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자의 주관
적 임상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작용하

교수준의 측정 : 비교수준 척도와 대안데 대한
비교수준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였다. 이점은 앞으로 심층적인 상담사례 연구와 경
험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보완할 생각이다. 본 연

21(4), 133-140.
이남옥(2005). 독일의 이혼상담. 한국가족치료학회

구를 계기로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이혼
전 상담과 기법, 그 효과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5-56.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

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가족학회. 12(2), 81-98.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 : 법원자료
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 한국가족학회.
11(2),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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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social Grounds of Divorce and
Counseling Implication
Kyu-Re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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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sycho-social grounds of divorce and counseling implication based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f the divorce statistics and on the case studies of divorce
counseling. It is a common phenomenon that the divorce rate is increas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the divorce rate in 2003 indicated 54.8% of marriages. This paper described that
grounds of increase of divorce rate included change of meaning of marriage, increase of women's
status and gender role gap, social-economic change, legal institution, and inadequacy of conflict
resolution and counseling system. Social exchange theory was introduced for predicting of the
probable factor of divorce. A few preeminent trends in psycho-social grounds of divorce were
discerned in analysis. First, dyadic/relational grounds(eg ; difference of personality) was the most
important, secondly, economy grounds, individual/personal grounds(eg ; violence, spouse's
infidelity)were important. Second, There seemed to be two types of divorces : his and hers.
Women mentioned more frequently reasons pertaining inequality of marital life and husband's and
in-law's use of patriarchal authority or abuses whereas men complained about their wives
inattentiveness and neglect to family needs.. Third, the older women were proposed divorce for
violence and spouse's infidelity. The counseling implication of results was proposed and
discussed about 2 cases of divorce counseling (divorce decision - making stage).
Keywords: psycho-social grounds of divorce, divorce counseling, counseling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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