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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아동을 한 심리 개입 로그램의 효과 검증*

이 경 림† 권 정 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려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상으로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을 한국의 이혼 가정 아동들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CODIP는 이혼

가정 아동들의 정서 , 행동 문제를 방하기 한 12회기의 집단 로그램으로, 연구에서는 회기의 수를

10회기로 단축시켰다. 특히 CODIP에서 다루는 이혼과 련된 특정 인 치료 요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비

교집단 아동들을 CODIP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횟수의 자기표 집단 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 다. 따라

서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발견된 차이 들은, 치료자의 심이나 지지, 참가자들의 기 에 의한 것이 아닌, 이

혼 가정 아동을 상으로 하는 CODIP 특정 요소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상은 등학교 4-6학

년 아동 70명으로, 로그램 종결 에 이사나 학을 간 아동, 사 측정치에서의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로그

램에 70%이상 참가한 아동만 통계 분석에 포함하 다. 그 결과, 최종 분석에는 41명의 아동이 포함되었는데, 이

들 CODIP에 참가한 아동은 12명(남자 6명, 여자 6명), 자기표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이혼 가정 아동은

22명(남자 13명, 여자 9명),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응을 평가하기 하여 아동의 부모, 복지 이나 방과 후 교실 교사, 아동 본인에게 로그램 시작 1주일 과

종결 1주일 후에 사 , 사후 평가를 하 다.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를, 아동에게는 소아 불안

척도, 소아 우울 척도, 공격성 척도, 이혼에 한 태도 척도를 사용했다. 사 평가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소아 불

안 척도에서 CODIP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수를 나타냈었으나 이외의 모든 척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다. 총 회기 70%이상 참가한 아동 51명만을 상으로 반복측정 ANOVA를 사용하여 사 -사후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아동이 보고한 이혼에 한 태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

가 평가한 행동 문제나 아동의 불안, 우울, 공격성, 자기 타인 표상 척도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한 시사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 다.

주요어 : 이혼, 이혼 가정 아동, 로그램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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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혼율의 격한 증가로 인해 많은 연구자

들은 이혼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에 해

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혼율이 보다 빠르게

증가한 서양 사회에서는 일 이 이혼이 당사

자에게 미치는 향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

치는 향에 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왔다(Amato & Keith, 1991; Hetherington,

1993; Kurdek, 1981; Wallerstein, 1983).

이혼에 한 기의 연구들은 양 부모 가족

형태를 아동의 성공 인 사회화에 필수 인

요소이며, 부모의 이혼을 아동의 응에 지속

으로 심각한 향을 수 있는 외상 사

건으로 간주하고 있었다(Hetherington & Stanley-

Hegan, 1999). 따라서 부분의 연구는 이혼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

행동 인 응 문제를 밝 내는 것에 그

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혼은 가족 구성원 모

두에게 가장 큰 스트 스 사건 하나로

(Hetherington, Cox, & Cox, 1985), 이혼 가정 아

동들은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양 부모 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분노, 공격성,

비행, 친 한 계에서의 문제를 가지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Kelly, 1988). 1950년 에서 1980

년 에 수행된 연구에 한 Amato와 Keith

(1991)의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이혼 가정

아동들은 학업 성취, 사회 계, 부모와의

계의 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 응

지표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의 부 응 인 측면에만 을

맞춘 기의 연구들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

해 비 을 받기도 했다. 부분의 기 연구

들이 병리 인 이론 틀과 부정 인 측면

에 더욱 민감한 개념 모형을 기반으로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Blechman, 1982; Kanoy &

Cunningham, 1984).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방

법이 보다 과학 으로 변화하고 종단 연구,

단 연구들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연

구 결과와는 다르거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

되기 시작하 다. 즉, 이혼 직후의 혼란기가

지나면 많은 아동들은 다시 응 인 수 으

로 돌아오거나 기를 극복하며, 이 에 비해

더 잘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Amato

& Keith, 1991; Chase-Lansdale & Cherlin, 1995).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응하기 한 노력

의 결과로 여러 강 들을 개발해낼 수 있었다

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Gately & Schwebel,

1991). 이에 최근에는 이혼을 병리 인 개념이

아닌, 가족 변화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에서 이혼

은 스트 스를 주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개인이 이 의 가족 갈등에서 벗어나 보다

만족스럽고 충만한 계로 어들 수 있게 하

며, 더 나아가 개인 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Hetherington, 1999).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가들

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의

응을 돕기 해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한 다양한 개입 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

르 다. 동시에 이러한 개입 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표 인 것 하나는 Stolberg와 Cullen(1983)

의 이혼 응 로젝트(Divorce Adaptation

Project: DAP)다. 이는 12회기의 개입 로그램

으로, 82명의 이혼 가정 아동들과 그들의 어

머니들을 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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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음의 네 가

지 조건 한 곳에 할당되었다: 1)아동 만 개

입 로그램에 참가, 2)부모만 개입 로그램

에 참가, 3)아동과 부모 모두 개입 로그램에

참가, 4)어떤 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는 통

제 집단. 그 결과 아동은 아동 개입 로그램

에서 효과를, 부모는 부모 개입 로그램에서

효과를 얻었으며 부모와 아동 모두 개입 로

그램에 참가한 집단에서는 이에 필 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tolberg,

Cullen, & Garrison, 1982; Stolberg & Cullen,

1983; Stolberg & Garrison, 1985).

DAP와 함께 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는 로그램은 Pedro-Carroll과

Cowen(1985)의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

이다. 이들은 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상

으로 10회기로 구성된 이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는데,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비교 집단 아동들에 비해 교사가 평가한 아동

의 문제 행동과 불안 수 이 감소하 고 유능

성이 증가하 으며,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학

교 수행, 래 계, 이혼에 한 감정, 아동

이 보고한 자기개념과 이혼에 한 태도에서

정 인 변화가 있었다. 이후 1회기를 더 추

가하여 11회기의 로그램을 시행했을 때에도

이혼 가정 아동들의 응 수 이 로그램 참

가 후 양 부모 가정 아동들의 응 수 과 유

사한 정도로 나타나 다시 한 번 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Pedro-Carroll & Cowen,

1985; Pedro-Carroll, Cowen, Hightower, & Guare,

1986). 이 로그램은 4-6학년 도시 거주 아동

들에게 맞게 14회기로 수정하여 용하 을

때에도, 5-6학년 아동들에 맞게 12회기의 로

그램으로 수정하여 용하 을 때에도, 부모,

교사, 아동, 집단 리더의 평가에서 효과성이

반복 으로 입증된 바 있다(Pedro-Carroll. Alpert

-Gillis, & Cowen, 1992; Pedro-Carroll & Alpert-

Gillis, 1997).

Sterling(1986)은 12회기의 CODIP를 11회기로

수정하여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등학교 2-3

학년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 용하 다. 그

결과 교사를 제외한 아동, 부모님, 집단 리더

의 평가에서 로그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한 2-3학년 도시 아동을 상으로

CODIP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나 CODIP가 아동의 발달

단계 , 사회 문화 실에 맞게 수정, 용

될 수 있음이 입증 되었다(Alpert-Gillis, Pedro-

Carroll, & Cowen, 1989).

국내에서도 이혼 가정 아동들을 한 집단

로그램들이 개발되었는데, 오은순(2001)은

이혼 가정 아동을 한 8회기의 학교 심 집

단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로그램에 참가한 22명의 등학생

들은 통제집단 아동들에 비해 문제 행동이 감

소하 고, 부모의 이혼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 으며, 불안 수 도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김경집(2005)은 총 8회기의 이혼 가정 아동

을 한 학교 집단상담 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

에 참가한 등학교 5-6학년 아동 8명은 통제

집단 아동 8명에 비해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아동의 능력에 한 교사의 평가

에서 정 인 변화를 보 으며, 이혼에 한

지각이 정 으로 변화하 고 부모 자녀

계도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듯 여러 로그램이 개발되고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부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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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방법론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

다 통제 집단의 아동들은 어떤 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반 인 집단 상담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혼 가정 아동

을 한 개입 로그램의 효과를 변별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겠다. 이에 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

하나는 통제 집단에도 심과 지지를 제공

하는 로그램을 구성하여, 처치 로그램 집

단에서 발생하는 효과가 이혼과 련하여

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요소들의 효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설계이다(Alpert-

Gillis, Pedro-Carroll, & Cowen,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표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을 실험 집단에 한 비교 집단

으로 설정하여, 치료자의 심이나 참가자의

기 효과, 집단 로그램의 일반 인 효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혼 가정 아동을 한

개입 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의 특

수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혼 가정 아동을 해 다

양한 개입 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

보면 미국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어온 CODIP의 내용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혼 가정 아동을 한 국내외 로그램들

이 다루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여러 연구자가 서로 다른 표본 집단에 시행하

여도 효과 인 것으로 반복 검증이 된 CODIP

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하 다.

방 법

연구 상 차

본 연구의 참가 상은 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으로, 참가자 모집을 하여 서울

에 치한 종합 사회 복지 과 방과 후 교실,

지역 아동 센터에 연구의 목 과 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후 해당 기 에

연구의 상이 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

다. 연구 상 연령과 조건에 맞는 아동이 5

명 이상 있는 곳을 선택하 고, 4개의 종합

사회 복지 과 2개의 방과 후 교실, 1개의 지

역 아동 센터에서 총 70명, 10집단이 모집되

었다. 이들은 이혼 가정 아동은 58명(82.8%),

양 부모 가정 아동은 12명(17.2%), 남자 45

(64.3%)명, 여자 25명(35.7%)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각 집단들은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집 순서에 의해 처치

집단인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이나 비

교집단인 자기표 집단 로그램에 참가하도

록 하 다.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과 자기표

집단 로그램 참가자 모두 로그램 시작 1

주일 에 아동 자신, 부모님, 교사를 상으

로 사 평가를 시행하고, 10주 동안 주 1회,

1시간씩 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 다. 로

그램이 종결되고 1주일 후 사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시행하 다. 교사 평가는 아

동이 다니고 있는 복지 이나 방과 후 교실의

담당 교사가 하도록 하 는데, 아동의 래

계에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학

교의 교사보다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아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찰할 수 있는 평가

자라는 장 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자가 체 로그램의 주 진행을 담당하

고 임상 상담 심리학을 공하는 석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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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생들과 심리학을 공하는 학부생들이

보조 진행자로 각 집단에 한 명 씩 참여하

다.

측정도구

아동의 자기 보고식 평가

소아 우울 척도(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소아 우울 척도는 Kovacs

(1983)이 Beck의 우울 척도를 8-13세 연령의 소

아에 맞도록 변형시킨 것으로, 조수철과 이

식(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

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

의 수를 합산하여 총 을 구하는데 수의

범 는 0-54 이다. 본 연구에서의 체 문항

내 일치도(Cronbach's )는 .85이다.

소아 상태 불안 척도(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AIC). 소아 상태 불

안 척도(SAIC)는 Spielberger(1972)의 성인용 상

태불안 척도를 소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

로 변형 시킨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수철, 최진숙

(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총 을 구하는 것

으로 수의 범 는 20-60 이다. 본 연구에서

의 체 문항 내 일치도(Cronbach's )는 .84

이다.

공격성 척도

아동용 공격성 측정 도구는 Buss와 Durkee

(1957)가 개발한 ‘ 의성 검사’ ‘공격성 진

단검사’와 Murray의 욕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허일범(1997)이 제작한 30문항의 자기보고식

공격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하 요인으

로 신체 공격성, 언어 공격성, 우회 공

격성, 부정성, 흥분성을 각각 6문항씩 측정하

고 있다. Likert 4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체 문항 내 일치도

(Cronbach's )는 .95이다.

이혼에 한 태도 척도 (Child's Attitude

and Self-Perception: CASP). 부모의 이혼에

한 태도 검사는 Pedro-Carroll(1984), Smilansky

(1992)가 사용한 척도 문항 오은순(2001)이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번안, 사용한 척도

를 사용하 다. 총 15문항, 4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혼을 알리기, 재결합

의 희망, 동료의 조롱, 자기 비난, 버려짐에

한 불안, 부모 비난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

서의 내 일치도(Cronbach's )는 .70이다.

아동 행동에 한 양육 부모 교사의

평가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이 스스로 보고한 내

용 뿐 아니라 외 으로 찰되는 부분도 측

정하기 하여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

부모와 아동이 다니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이나

복지 교사들에게 아동 행동을 평가하게 하

다. 부모와 교사의 평가는 모두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

CBCL)를 사용하 다. K-CBCL은 Achenbach와

Edelobrock(1983, 1991)이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오경자, 이혜련과 홍강의(1997)가 번역하여

표 화한 것이다. 4세에서 17세 아동과 청소

년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각

행동 문제를 0, 1, 2 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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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많음을 의

미한다. 총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

도는 10개의 하 척도들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는 축, 신

체 증상, 우울, 불안의 31문항과 외 화 문

제를 나타내는 비행, 공격성의 33문항을 사용

하 다. 본 연구에서 46명의 양육 부모가 평

가한 수의 내 일치도(Cronbach's )는 .93,

7명의 방과 후 교실이나 복지 교사가 평가

한 수의 내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에 참가한 아

동과 비교집단인 자기표 집단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의 집단 간에 인구통계학 변인

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분류 변인에는 

검증을, 연속 변인에는 ANOVA 검증을 실시

하 다. 각 집단 아동들의 우울, 불안, 이혼에

한 태도, 부모와 교사가 평가한 행동 문제

등에 해 로그램 참가 1주일 과 로그

램 종료 1주일 이후에 각각 사 , 사후 평가

를 하 다. 이들 측정치 이상치를 제거한

후 각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하여 ANOVA 혹은 독립 표본 t 검증

을 하 다. 더불어 로그램 참가에 따른 집

단 간 척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반

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 다. 집단 간 변화 양상은 집단 × 시

기의 상호작용 효과로 검증하 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로그램 구성 내용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다음의 두 집단

한 집단에 참여하 다. 1) 한국의 등학생들

에게 맞게 수정한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

그램(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 2) 서로 다른 주제에 해 그림을 그

리고 자신의 그림을 발표하며, 정서 지지와

심을 받게 되는 자기표 집단 로그램.

각 로그램의 회기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은 표 1에 요

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어진다. 1회기-3회기는 이혼과 련된 감정

에 이 맞추어져 있는데, 지지 인 집단

분 기에서 가족의 변화와 련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감정을 표 하게 한다. 4회기-8회기

에서는 사회 인 처 기술 훈련을 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와 그 지 않은 문제를 구별

하도록 돕는다. 한 분노를 하게 표 하

는 방법에 해서도 역할 연기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9회기-10회기는

새로운 가족에 을 맞추며, 자신과 가족의

장 을 인식하고 사회 인 지지 체계를 확인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자기표 집단 로그램 (비교집단)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집단 아동들

은 정서 지지와 심을 제공하는 자기표

집단 로그램에 참가하 다. 이 로그램은

CODIP와 동일한 횟수인 총 10회기로 구성되

어 있으며 매 회기 다른 주제에 해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동

들은 치료자나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정서

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로

그램에는 CODIP에서 다루는 이혼에 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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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표 로그램 내용

1
서로

알아가기

집단원들이 정해진 질문에 따라 서로에 해 인터뷰를 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집

단의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한 부모 가정 아동임을 알게 됨. 아

동들은 인터뷰한 내용을 체 아동들에게 발표하여 자신의 짝을 소개함. 리더는

집단의 목 에 해 설명하고 비 보장의 원칙을 알려 .

2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나오는 화를 일부분을 함께 시청한 후 화 속

아동이 어떤 감정을 느 을지, 비슷한 경험을 한 이 있는지에 해 이야기함.

이를 통해 이혼은 구에게나 힘든 경험이며, 이혼 후 느낀 감정들도 자신의 것

만이 아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됨. 이혼에 해 아동들이 흔히 하

는 오해에 해 알아 .

3
변화에

처하기

2회기에 이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래 아동이 나오는 화의 일부분을 시청

함. 부모의 이혼에 응해가는 과정에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임

을 강조하며, 이혼과 련하여 아이들이 겪는 문제에 해 토론함.

4
사회 문제

해결하기 (1)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뿐 아니라 구나 한번쯤 문제를 겪게 되며,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 . 사회 문제 해결 기술

의 4단계를 가르쳐 후 이를 실제로 용해보는 숙제를 내 .

5
사회 문제

해결하기 (2)

아동들에게 카드를 한 장 씩 나 어 후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해 묘

사해보게 함. 익명으로 쓴 카드를 걷어 문제 상황을 체 아동들에게 알려 후

함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 . 실제로 용해본 소감을 발표함.

6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별하기

어떤 경우에는 사회 문제 해결의 단계를 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

며, 특히 이혼과 련하여, 부모님을 재결합 시키거나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는 것

과 같은 문제는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식시킴. 이에 몰두하기 보

다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에 지를 쏟도록 함.

7
분노 이해하고

처하기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은 여러 방법으로 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함. 분노를 하게 표 하는 방법에 해 살펴본 후 나-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난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8 분노 다루기

아동들이 화가 났던 상황에 해 묘사해보게 하고 역할 연기를 통해 자신이 어떻

게 행동했는지 재연해보게 함. 그런 후 나-표 방법(I-statement)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 해보게 하고, 처음의 처 방법과 어떻게 다른

느낌이 드는지 발표해보게 함.

9
자존감

향상시키기

다른 어떤 가족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족만의 장 , 부모의 이혼 후에

일어난 좋은 변화들, 고민이 생겼을 때 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써 . 한 집단원들이 서로의 장 에 해 종이에 써주게 함.

10
집단

마무리하기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집단 활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복습해 . 집단 종결을

맞이하는 소감을 나 고, 로그램 수료증과 9회기에 작성한 자신의 장 이 힌

종이를 받음.

표 1.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의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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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으로 이야기하기, 이혼과 련된 감정을

다루기, 이혼에 한 이해, 문제 해결 기술이

나 분노 조 훈련 등의 인지 인 요소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두 집단의 비교

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두 로그램의 공통

요소인 정서 지지나 심으로부터 나온 것

이라기보다는 CODIP에서 직 으로 다루고

있는 이혼과 련한 주제, 분노 조 사회

기술 훈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다.

연구결과

인구통계학 특성

연구에 참가한 70명의 아동 가운데 로그

램 종결 에 이사나 학을 간 아동, 사

구성 목표 로그램 내용

1
집단 구성원

알아가기

도화지에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그려 . 집단원들에게 자신을 소개

하면서 자신이 그 동물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에 해 이야기함.

2 가족 소개
자신의 가족을 자유롭게 그려본 후 체 집단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가족과 비슷한 가족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 .

3 나의 장단

도화지에 손바닥을 그린 후 한 쪽 손바닥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다른 쪽 손

바닥은 자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칠함. 그런 후 좋아하는 색으로 칠한 곳에 자신

의 장 들을, 싫어하는 색으로 칠한 곳에는 자신의 단 들을 써 .

4 소망 상자
자신이 지 가장 갖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그린 후 이에 해 이야기하고, 자

신과 비슷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 .

5 감정 사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을 가능한 많이 그려 . 집단을 두 으로

나 어 아동이 그린 감정 얼굴이 어떤 표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함. 한 최근에 그러한 감정을 느껴본 이 있는지 이야기함.

6
감정 경험

이야기하기

최근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 . 당시에 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좋았던 이유를 발표해 .

7
만화

이어그리기

집단원의 수만큼 도화지를 분할하여 각자 한 컷씩 돌아가며 만화를 그려 체

거리를 완성시킴. 자신의 것이 돌아오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며 그림

을 그렸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함.

8
미래의

나의 가족

재 나의 가족에서 어떤 을 바꾸고 싶은지 이야기 함. 재의 가족이 아닌 미

래의 자신의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발표함.

9 나의 미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 원

하는 직업을 갖기 해 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해서도 발표함.

10
집단

마무리하기

로그램 참여 소감문을 쓰고 집단원들이 돌아가며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 . 종결을 맞이하는 느낌을 서로 나눔.

표 2. 자기표 집단 로그램의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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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에서의 이상치들을 제외하고, 로그램

에 70%이상 참가한 아동만 통계 분석에 포함

하 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아동은 총 41명

이었다.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 자료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나이에서

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경제

수 은 양 부모 가정 집단이 p < .05 수 에

서 유의하게 높았고, 이혼 이후의 경과 기간

은 CODIP 집단이 p < .05 수 에서 이혼 가

정 비교 집단 아동들에 비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CODIP 집단과 자기표 집단에 한 사

측정치 비교

로그램에 참가하기 , 교사와 부모가 평

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 아동 상태 불안

척도, 소아 우울 척도, 이혼에 한 태도 척도

에서 세 집단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해 일원 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CODIP 로그램 집단 참가 아동들이 더 높은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40)=3.85, p<.05.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

른 척도들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로그램에 따른 아동의 내재 , 외

응 문제의 변화 양상

로그램 참가에 따른 세 집단의 응 척도

에서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반복 측

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

하 다. 세 집단의 변화 양상은 집단 × 시간

의 상호작용 효과로 검증하 다. 모든 분석에

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이혼 이후의 경과 기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

다.

이혼 가정

비교집단(n=22)

양부모 가정

비교집단(n=7)

CODIP 집단

(n=12)



or F

성별 .65

남 13 5 6

여 9 2 6

나이 11.64(.72) 12.14(.69) 12.00(.85) 1.60

경제수 9.89*

100만원 이하 12 1 8

100-200만원 6 2 3

200-300만원 4 4 1

300만원 이상 0 0 1

이혼기간 4.28(2.24) - 7.11(3.18) 1.37*

*p < .05.

표 3.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 자료 (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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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

CBCL)에 한 집단 간 측정 시기별 효과

교사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 리스트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

를 살펴보기 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30)=.46, ns,

측정시기의 주 효과 F(1, 30)= .14, ns, 그리고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30)

=2.94,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리스트(K-

CBCL)에 한 집단 간 측정 시기별 효과

부모가 평가한 아동 행동 체크 리스트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

를 살펴보기 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

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6)= 1.28,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26)=.01, ns, 그리

고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6)=1.28,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동의 상태 불안 척도에 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상태 불안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81,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27, ns,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2, 29)=.81, ns,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소아 우울 척도에 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소아 우울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80,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61, ns,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9)=.80,

ns,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혼 가정

비교집단(n=22)

양 부모 가정

비교집단(n=7)

CODIP 집단

(n=12)
F or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K-CBCL(교사) 13.77 (8.78) 15.71 (10.22) 17.67 (16.94) .42

K-CBCL(부모) 20.23 (18.48) 8.00 (6.53) 17.08 (11.54) 1.69

불안 척도 32.73 (5.62) 28.29 (6.21) 36.58 (7.60) 3.85*

우울 척도 10.64 (6.03) 10.43 (7.74) 13.67 (8.52) .79

공격성 80.05 (21.39) 84.57 (26.43) 83.50 (21.39) .15

이혼에 한 태도 39.11 (5.98) - 39.33 (9.73) .00

*p < .01.

표 4. 세 집단의 사 측정치 비교 일원 변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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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 보고식 공격성 척도에 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공격성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반

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2, 29)=2.12,

ns,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29)=2.89, ns, 집

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 29)=

2.12, ns,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자기 보고식 이혼에 한 태도 척

도에 한 집단 간 측정시기별 효과

아동의 이혼에 한 태도 척도에서 세 집단

간의 측정 시기 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

기 해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사용했다. 표 5

에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고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집단의 주 효과 F(1, 18)=.38, ns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 시기의 주 효과

F(1, 18)=4.62, p < .05 와 집단과 측정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1, 18)=4.53, p < .05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혼 가정 아

동 개입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이 비교집

단 아동들에 비해 이혼에 한 이해가 증진되

고 이혼에 한 태도가 보다 정 으로 변화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 가정 아동을 한 개입

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들의 특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한 것으로, 기존 연구들이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 을 고려하여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CODIP)에 참가

한 아동들을 자기표 집단 로그램에 참가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간

집단 14.59 1 14.59 .38

오차 688.36 18 38.24

피험자내

측정시기 76.28 1 76.28 4.62*

집단×시기 74.83 1 74.83 4.53*

오차 297.02 18 16.50

*p < .05.

표 5. 이혼에 한 태도 척도 한 집단 간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그림 1. 로그램 후 집단 간 이혼에 한 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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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들에 비교해 보았다. 치료자의 지지와

심으로 인한 일반 인 향을 통제한 상태

에서도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에서 다

루는 내용이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지 검

증해본 것이다.

그 결과, 아동의 자기 보고식 척도 이혼

에 한 태도척도에서 로그램의 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가정 아동 개

입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이 자기표 집

단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에 비해 이혼에

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혼에 한 태도도 보

다 정 으로 변화하 음을 의미한다. 이는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이혼에 한 오

해를 바로잡고 이혼에 한 감정을 직 으

로 표 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의 목 과

도 가장 직 인 련이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교사나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자기

보고식 우울, 불안, 공격성 척도에서는 로그

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

보다 단기간의 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아동들

이 지니고 있는 행동 상의 문제, 우울이나 불

안 수 , 그리고 공격성의 정도에서 변화를

래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 척도가 로그램에 참

가한 아동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반 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객 인 지표

에 을 맞추어야 하는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이고 경험 인 연구에서 나타나는 섬세

한 차이를 감지해내지 못하여 이들의 특성이

나 미묘한 효과를 밝 내는 것에 실패하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umann-Billings &

Emery, 2000).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향에 한 재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공존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후 시

간이 지나면 고통이 완화되거나 정상 인

응 수 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이혼이 장기 으로 자녀들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부정 향을 다는 연구도 있다

(Wallerstein & Lewis 2004). 특히 Wallerstein과

Lewis(2004)는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는 잠재

인 심리 장애의 험이 많으며, 이들이 성

인기로 환되는 시 에 험 요소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 다. 이들은 객 척도

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실제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는 을 강조했다. 여러 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이혼 가정 아동들이 탄력 일 수는

있으나 취약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병리 인 집단은 아니지만 미

래의 잠재 인 험 요인을 이기 해 이혼

가정 아동 개입 로그램은 이들에게 장기

인 도움을 다고 할 수 있다. Wolchik 등

(2011)이 이혼 가정 아동들을 한 개입 로

그램의 효과를 6년 간 추 해 본 연구 결과,

개입 로그램에 참가하 던 아동들은 청소년

기에 정신 장애로 진단 받는 확률이나 증상이

감소하 고 외 인 행동 문제 뿐 아니라 마

약, 알코올 문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로그램의 효과가 장기 으로 지속될 수 있음

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 문제와 련된 척

도에서 즉각 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혼에 한 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

으로는 정서 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겠다.

본 연구는 비교집단에도 로그램을 시행하

고, 아동 본인, 부모, 그리고 복지 교사의

직 인 평가 등 다양한 평가원으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 있어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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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을 가지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 은 표본 수, 특히 이혼을 경

험하지 않은 양 부모 가정 아동의 표본수가

으로 은 것을 지 할 수 있다. 세 집

단의 표본 수가 유사한 정도로 충분했다면,

유사한 환경의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소득

수 , 지역 배경과 연령 등을 통제한 상태

에서 부모의 이혼 여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향에 해 보다 정확하게 탐색해볼 수 있었

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것인데,

양육 부모, 이혼의 이유, 비 양육 부모와의

, 이혼 갈등의 수 , 경제 어려움, 이

혼 이후의 정서 지지나 부모-자녀 계 등

이 아동의 응에 유의한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Amato, 2000). 셋째, 연구의 참가

아동들은 재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직 이들의 행동, 정서

문제를 검사한 것이 아니며 이들 일부는

행동이나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

성도 있겠다. 따라서 일부 아동의 잠재 인

행동 정서 문제로 인해 체 결과의 일

반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러한 한계 들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CODIP가 한국 아동들에게도 효과 으로 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의 연구

들과 달리 집단 치료자의 심과 아동이 자신

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비교집단 로그램을 통해 통

제를 했음에도 이혼에 한 아동의 태도가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변화한 것은 주목

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아동이 이혼에 해

개방 으로 이야기하면서 련된 감정을 나

고 이혼에 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직 인 개입의 효과이며, 이것이 이혼 가정

아동에게 꼭 필요한 작업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강 과 제한 을 바

탕으로 보다 나은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 -사후-추후 평가 외에

도 종단 연구를 통해, 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지 평가해야할

것이다. 둘째, 이혼 가정 아동을 한 집단

로그램들은 부분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요소에서 아동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 요인별로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도 수행되어야겠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아동의 변화에 가장 향력이 있는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킨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만 로그램

에 참여할 경우 아동이 집단에서 습득한 내용

을 공고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함께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모를

한 교육 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아동이

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 인 변화들이 극

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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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icacy of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for Young Korean Children:

Comparison of CODIP Group with Self-Expression Group

Lee Kyung-Rim Kwon Jung-Hae

Department of Psychiatry Samsung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valuated the efficacy of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CODIP) for Korean

children. The CODIP was a 12-week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mitigat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original program was tailored to fit the needs of

Korean families. The program was shortened to 10 sessions. In this study, the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also received a 10-week program. Subjects were 4 th-6thgradechildren(N=70)from child welfare

institutions: 26 CODIP participants, 32 divorce controls, and 12 non-divorced controls. Th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rated by their parents and teachers using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 Children

were asked to fill out the Children’s Attitudes and Self-Perception Scale, the State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nd the Aggression Scale. Pre- and post-assessments

were administered to the children, their parents, and teachers, and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in the CODIP groups improved significantly on the CBCL rated

by teachers and on the Children's Attitudes and Self-Perception Scale. This finding implies that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could benefit from CODIP.

Key words : divorc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