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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맺어진 생리적, 심리적, 사

회적 욕구 충족의 상호보완적인 인간관계이다[49, 99]. 남녀는 각자 성장한 배경과 기질적 특성이 

다르므로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결혼생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은 불가

피하게 된다[1, 34, 87, 93, 94].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때로는 긍정적 상호 관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4, 23], 갈등의 심화는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4, 58, 80].

한국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는 이를 현대사회의 위기 중 하나로 인식하

여[45], 이혼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

이기 시작하였다. 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혼

이 진행되는 과정 및 이혼 후에 오는 생활수준의 저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2, 4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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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education satisfaction, and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for participants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The survey response results for 193 participants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we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s analysis application IBM SPSS 20.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n examination of relativ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 

satisfaction with the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of participants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indicated 

that internal motiv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ducation satisfaction, external motiv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for facility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with employee service, and motivation had 

positive influence only on facility environment. An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ducation satisfaction with the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of the participants in marriage enrichment 

programs indicated that internal motivation and external motivation had a high positive influence on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However, motiv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 after participation. 

In educa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ontent,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and satisfaction with employee 

servi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however, satisfaction with facility environment 

had negative influence on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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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이후에는 자녀양육 및 사회화기능이 약화되고, 청소년 

문제 및 노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의 건강

성을 훼손시키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에 부정

적 영향을 줄 수 있다[41, 70]. 따라서 이혼은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되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41, 70, 89].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적 접근 중에서도 특히 부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7, 52, 67, 74]. Bang 과 Jang 

[6]은 이혼의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부부를 위하여 이혼예방과 관

계강화에 대한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으며, Sung [91]도 부부들의 갈등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친밀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서

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부 적응이나 부부 관계 향상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7]. 또한 국내에서

는 과거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문제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부부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집중함에 

따라[53] 점차 그 중요성이 극대화 되었다. 사실 결혼 생활은 지

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부부 교육 프로그램은 결

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는 물론, 위기가 표면화 되지 않은 부부들

에게도 필요하다[53, 69]. 더불어 현재 급증하는 이혼을 적극적으

로 예방하고, 부부 관계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향후 부

부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45].

현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다양한 

임상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

며[44, 45], 실제 현장에서는 종교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포

함한 각종 기관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함께 2004년부터 서울시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 3개소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고, 2013년을 기준으로는 약 1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85]. 특

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 부부교육관련 사업은 가정생활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2, 46, 82], 그 중에서도 부부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

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 각각의 효과 검증을 넘어 

그 효과의 지속 유지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하였다[26, 37, 54, 

68, 71, 100]. 특히 Lee [54]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가 일상생활에 지속되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효과성 지

속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의 참여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질 질 때 가장 효과적

이나, 주변인의 권유로 인해 참여하였더라도 권유자의 욕구와 참

여자의 욕구가 일치하면 이차적 자발성에 의하여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효과성 지속요인으로 후속프로그램

을 통한 반복적인 연습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즉, 

부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혼 예방을 위한 부부 관계 향

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 및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동기

와 재참여, 지속적인 참여, 추전 등의 긍정적 행동의도가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는 참여 동기 및 만족

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 참

가자의 참여 동기는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동

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과제를 선택하고 노력하게 하며, 난관

에 부딪힐 때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것으로서 교

수·학습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다[19]. 또

한 이러한 동기가 충족되거나 높아지는 것은 학습자의 교육 만족

도를 높이며[29, 83, 88], 교육의 지속적 참여는 이러한 교육 만

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와 교

육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지속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그 중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54, 68, 71].

그러나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가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10, 40, 63, 72, 90]. 즉, 그동안의 관

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집중된 효과성 검증에 국한된 

것으로서 효과성 지속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청, 부부 학교, 교회,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참여 동기에 따른 교육 만족도, 긍정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참여 동기와 

만족도 간의 관계, 효과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 긍정적 행동의

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는 교육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는 긍

정적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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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3.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는 긍정

적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 배경

1. 참여 동기의 개념

동기(motive)의 어원은 라틴어 ‘movere (움직이다)’에서 유래

된 용어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나 까닭을 의미한다[59]. 동기

에 대한 학자별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Han [19]은 어떤 행동

을 일으키게 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고 행동에 대한 강도나 수준을 

결정해 주는 심리적 과정이라 정의 하였고, Lim 등[64]은 행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다. 또

한 Kim [39]은 인간의 행동을 제기하고, 지속시키며, 활성화 시

키거나 제지시키는 힘이라 하였으며, Lee [57]는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 시켜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어떠한 힘들을 동기라 

하였다. 즉, 동기란 인간이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

는 원동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성취하

게 하는 내적인 힘[43]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특히 21세기 평생교육 시대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때 교육활동의 참여를 선택하고 행동하

게 하는 원동력을 참여 동기라 하며, 이는 성인 개개인 마다 차이

가 있다[48].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에 관한 대표적인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의 근

원에 따른 구분이며, 둘째는 참여 의식과 가치 및 신념에 초점을 

둔 구분이다[29].

우선, 힘의 근원에 따른 참여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 무동기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기란 내재적, 

외재적, 무동기로 설명되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성

(autonomy) 또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관점이 대두되었다[95].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

에 근거한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통합된 조절 동기

는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측정가능한 동기가 아닌 것으로 제시

되었다[22, 32, 33]. 따라서 힘의 근원에 따른 참여 동기는 일반

적으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된다. 구체적으

로 내재적 동기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서 보상과는 별개

로 순수한 자기만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34, 47]. 반면, 외

재적 동기는 자발적 결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외적 보상을 받거

나 압력 또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행동을 의미한

다[3, 60]. 무동기는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한 개념[15]으로서 어

떠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참여 의식과 가치 및 신념에 초점을 둔 동기의 구분

이다. 특히 Houle [21]이 고안한 성인 학습자의 참여 동기 유형은 

가장 대표적이며, 하위 유형으로 목표지향형(goal-oriented), 활

동지향형(activity-oriented),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이 

포함된다[13, 19]. 그러나 Houle [21]의 관점을 포함한 참여 의식

과 가치 및 신념에 초점을 둔 동기의 구분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며, 참여의 근원적인 측면보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목적성에 집중된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참여 동기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학습을 촉진시키며, 학습자들의 교육목적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19, 48, 73].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가 충족되거나 높아질수록 교육 만족도는 

높아진다[29]. 따라서 교육 참가자의 참여 동기를 명확하게 분석

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곧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성인 교육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

문적 갈증에 따른 목적성 참여보다는 개인적 필요, 부부·가족의 

필요 또는 강요에 의한 참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동기를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

동기로 구분하였다.

2. 교육 만족 

  만족은 심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대

상에 대하여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50]. 즉, 교육 만

족이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등의 감정으로 교육

의 목적이나 내용 또는 각자가 기대한 것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

고,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얻게 되는 교육 만족이

란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수준과 학습자들의 기대 수준이 얼마

나 부합되는가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16, 25, 55]. 이러한 

교육 만족도는 똑같은 교육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개인이 추구하

는 가치체계나 관심의 중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5, 19, 22],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 외에 기타 다양

한 외적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학자별로 구분한 교육 만족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Yu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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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 요인, 교육내용, 교육 환경, 효과 요인을 구성 요소로 보

았으며, Ruben [79]은 강사의 질, 행정 서비스의 질, 교육의 질

의 개선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79], Smith와 Offerman [84]은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시설 설

비나 직원 서비스 및 인간관계 또한 교육 만족도에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즉, 학자별 관점에 따라 교육 만족을 구성하는 요소의 범위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활동

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외적 요인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를 교육 내용, 강사, 교육 시설 및 환경, 담당 직원의 서비스

로 구분하였다.

3. 긍정적 행동의도

  긍정적 행동의도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참여자

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교육 프로그

램의 긍정적 행동의도에 관한 개념은 마케팅 분야에서 도입된 개

념으로 소비자 행동 또는 구매 후 행동의도와 유사한 개념이다[8, 

20, 75, 96].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학업지속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재참여 의도, 구전 의도, 지속적 참여 의도

를 제시하였고[28, 97], 이는 행동의도 중에서도 긍정적 행동의도

에 해당된다.

첫째, 재참여 의도란 어떠한 활동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36, 76], 반복 행위로써의 참여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재참여 의도는 개인 특성 요인과 개인 심리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

령, 거주 지역, 학력, 월 평균 소득, 직업 등이 포함되며, 개인 심

리 요인으로는 학습의 필요 인식, 학습의 필요 이유, 참여 이유, 

실생활 도움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에는 교육시설, 

참여분야,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교육비, 프로그램의 운영 방

법, 참여경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구전 의도는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하고

자 하는 의도를 의미한다. 마케팅 분야에서의 구전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정보

를 전달하고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전 활동은 서로에게 신

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14] 마케팅적 측면에서

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긍정적 행

동의도 중 하나인 구전 의도는 교육 프로그램 만족, 주관적 생각, 

효과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정보를 주변의 친구나 가족, 동료에

게 전달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거나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참여를 유도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전은 문자나 매스커뮤니케이션보

다 마케팅 효과가 더 크며, 만족의 결과로 유발된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셋째, 지속적 참여는 개인이 특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그 참

여를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81]. 재참여 의도가 반복 

행위를 의미한다면, 지속적 참여 의도란 재참여를 통한 향후 일

정기간 동안 규칙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참여를 의미한다. 또한 광

의의 지속적 참여는 평생에 걸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협

의의 지속적 참여는 특정기관의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지속적 참여는 만족을 통해 이

루어지며, 교육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학업 지속 의도는 학업 지속 여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써[11, 66, 78, 92, 97]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가

자의 참여 지속은 참여 지속 의도를 통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 중에서

도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재참여 의도, 구전 의도, 지속적 참

여를 긍정적 행동의도로 통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적 참여

이기 이전에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한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따라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교단체, 대학, 구청, 평생교육원, 소규모 모임 등의 다양

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의 부부 교육 경험을 보유한 부부 

교육 전문 기관을 통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부부 교

육 전문 기관을 1차 선정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사단법인 단체인 Together With Familly (TWF)는 2009년 설립

된 이래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구청, 대학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약 300회가 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부부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TWF를 연구대상의 표집 기관으로 선정한 

후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최종 연구 대상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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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표본추출은 TWF의 부부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한 비확률 표집방법인 편의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

하였으며, 선정된 표본에 대해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연구

자가 직접 방문 또는 E-mail을 통하여 설문 응답을 진행하였고, 

응답 방법으로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배포된 300부의 설

문지 중 2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는 

등 응답기재가 부실한 37부를 제외한 총 19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51.3% (99명), 여성이 48.7% (94

명)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40-49세가 

40.9% (79명), 50-59세가 38.3% (74명), 그리고 30-39세가 

16.1% (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57.0% (110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

학원 졸업이 16.1% (31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14.5% (28

명), 전문대 졸업이 12.4%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관계 향

상 프로그램의 유형은 중년기 부부 학교가 45.6% (88명)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나이가 혼합된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37.8% (7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부들의 기

질차이에 따른 세미나인 피플퍼즐 세미나가 7.3% (14명), 신혼

부부학교가 5.7% (11명), 결혼 예비부부 학교가 3.6% (7명)로 나

타났다. 이외의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4주가 

54.4% (10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5주

가 24.4% (47명), 1일이 5.7% (11명), 그리고 1박 2일과 기타(5

주 이상)가 5.2% (10명), 2주가 3.6% (7명), 3주가 1.6%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는 1회가 

64.8% (125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회 이상이 35.2% 

(68명)로 나타났다. 유사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의 경우, 참여해본 

응답자는 28.5% (55명),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71.5% (138

명)로 나타났다. 후속 프로그램 참여가 있는 응답자는 39.9% (77

명)이고, 참여 후 모임을 갖지 않는 응답자는 60.1% (116명)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교회

가 38.3% (7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부교육 전문기관이 37.3% (72명), 교육기관 15.0% (29명), 지

방자치단체 9.3% (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

는 경기가 54.9% (106명)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

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이 35.2% (68명), 충청도가 

6.7% (13명), 인천과 광주가 1.6% (3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

녀수는 2-3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72.0% (139명)로 가장 많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Programs (N=193)

Division
Frequency 

(%)
Sex Male  99 (51.3)

Female  94 (48.7)

Age (yr) Less than 30  2 (1.0)

30-39  31 (16.1)

40-49  79 (40.9)

50-59  74 (38.3)

60-69  7 (3.6)

Education High school  28 (14.5)

College  24 (12.4)

University 110 (57.0)

Graduate school  31 (16.1)

No. of children None  7 (3.6)

1  43 (22.3)

2-3 139 (72.0)

4-5  4 (2.1)

Type of participation program Premarital education & training program  7 (3.6)

Newly-married education 11 (5.7)

Middle-aged couples education  88 (45.6)

People puzzle seminara) 14 (7.3)

Couple education programb)  73 (37.8)

Participation period 1 day 11 (5.7)

1 night 2 day 10 (5.2)

2 wk  7 (3.6)

3 wk  3 (1.6)

4 wk 105 (54.4)

5 wk  47 (24.4)

>5 wk 10 (5.2)

Participation count 1 125 (64.8)

>2  68 (35.2)

Residence Seoul  68 (35.2)

Gyeonggi 106 (54.9)

Incheon  3 (1.6)

Chungcheong 13 (6.7)

Gwangju  3 (1.6)

Participating institution Local government 18 (9.3)

Educational institution  29 (15.0)

Specialized agency of couple education  72 (37.3)

Church  74 (38.3)

Participation experience Yes  55 (28.5)

No 138 (71.5)

Meeting after participation Yes  77 (39.9)

No 116 (60.1)

a)Education according to the substrate for the couple. b)Without age divisions, 
mixed couples that have programs to tak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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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1명이 22.3% (43명), 자녀가 

없는 응답자들은 3.6% (7명), 4-5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는 2.1%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동기, 교육 만족, 긍정적 행동의도에 관한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ducation Satisfaction

Factor name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Characteristic 
value a-Coefficient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The instructor was logical and systematic in her presentation. .743 3.113 .810

The instructor had authority in relevant fields. .640

The level of instruction was appropriate. .739

The lecture was useful. .794

The instructor helps to meet the needs of participants. .702

Satisfaction with facility The place is clean and the space is well secured. .743 3.038 .833

  environment The garage, snack bar, and dining hall were well equipped and the atmosphere was 
pleasant.

.713

The distance to class was appropriate and convenient. .616

Internal facilities (lighting, heating, and cooling) are well provided. .847

The training facilities had a positive impact on education. .741

Satisfaction with employee Staff was kind on the telephone and during personal visits. .817 2.149 .783

  services Complaints and inquiries by participants were treated quickly. .838

Training proceeded smoothly & supplementary staff assistance was reliable. .726

Satisfaction with content I think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tent is excellent. .856 1.633 .769

I think that educational content of the program is very useful. .810

KMO=.829; Approximated-c2=1266.897; df=105; p=.000; Cumulative dispersion explanation power=66.216%;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articipation Motivations

Factor name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Characteristic 
value

a-Coefficient

Amotivation I'm not sure about why I participate in this program. .841 2.792 .828

I do not know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818

I do not know if this program has any value for me. .759

I am asking myself about if I would like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759

External motivation I am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because I want to receive approval from other people. .827 2.655 .820

I participate in this program because I can buy a crush from nearby children and acquaintances. .835

I participate in this program because I do not want to be left behind in the competition with other couples. .795

I want to be rated as a "good couple" by people around me (including husband/wife, family, or, 
neighbors)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757

Internal motivation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is fun. .799 2.633 .830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s enjoyable. .844

I can get my inner satisfaction and reward. I find it important that I participate in this marriage 
enrichment program.

.774

I find participating in the marriage enrichment program rewarding and satisfying. .743

KMO=.777; Approximated-c2=989.082; df=66; p=.000; Cumulative dispersion explanation power=67.333%;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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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은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작성하

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전혀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참여 동기는 내재적 동기 4문항, 외재적 동기 4문항, 무동기 4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9, 12, 13, 18, 59]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Lee [59]

의 연구에 제시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참여 동기 요인에 대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나 참여 동기 

요인에 대한 측정 항목은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충분한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 동기 요인 측정 항목의 개

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값이 무

동기는 .828, 외재적 동기는 .820, 내재적 동기는 .830로 모두 기

준치인 .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86],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어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교육 만족도는 교육내용 2문항, 강사 5문항, 교육 시설 및 환

경 5문항, 담당직원의 서비스 만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

체적인 설문지의 문항은 Lee [50]의 연구에 제시된 설문지와 

Jung [28]이 선행연구를 토대로[27, 30, 51, 56, 61, 77] 수정하

여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육 만족도에 대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측정 항목은 집

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교육 만족도 측정 항목의 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값이 강사만족 .810, 시설환경 만족 .833, 

직원서비스 만족 .783, 내용만족 .769로 기준치인 .6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어서[86]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측정 항

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긍정적 행동의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재

참여 의도와 구전 의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17, 35] Lim [62]이 

재구성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하였으며, 지속적 참여 의사는 선행연구에[28, 38] 제시된 설문지

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 행

동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와 같으며, 긍정적 행동의도에 대한 측정 항목은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긍정적 

행동의도 측정 항목의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

과, 긍정적 행동의도의 Cronbach a 값은 .821로 기준치인 .6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86]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

어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설문조

사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 또는 E-mail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응

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의 사전 조사는 2015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50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 등의 표

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총 300명

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

다. 총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 23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는 등 응답기재가 부실한 37부를 제외한 

총 19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 동기, 교육 

만족도, 긍정적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

Table 4.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Factor name Measurement item
Factor 
loading

Characteristic 
value

a-Coefficient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I will introduce the program in a positive manner. .684 2.931 .821

I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faithfully and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758

I want to participate again in the program that I have just finished. .784

I am interested in attending a similar program. .814

I want to listen to this instructor's lecture again. .782

KMO=.776; Approximated-c2=342.306; df=10; p=.000; Cumulative dispersion explanation power=58.620%;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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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참여 동기, 교육 만족도, 긍정적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참여 동기 요인 내에서는 무동기

와 외재적 동기간의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만족의 하위 변수 간의 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동기는 긍

정적 행동의도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동기는 긍정적 행동의도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는 교육 만족 요인 중 시설환경 만족

에서만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교육 만족, 긍정적 행동의도의 모든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 요인은 시설환경 만족 요인을 제외한 

하위 변수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86],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외재적 동기는 교육 만족도, 긍

정적 행동의도와 높은 정적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p＜.001), 

내재적 동기는 교육 만족 중에서도 시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p＜.01), 긍정적 행동의도와의 상관성을 통계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반면(p＞.05), 무동기는 긍정적 행동의도와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p＜.001). 즉 일반

적으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긍정적일 수 있으

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의 외재적 동기로 인한 참여자들이 다

수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

램 참여에 대한 교육 만족과 긍정적 행동의도에는 어떠한 목적과 

기대 의식이 없는 상태 보다 물질적인 보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한 외재적 동기 유발 또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 만족도 각 하위 변인들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어느 한 측면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p

＜.001).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 시설 만족도는 행

동의도와 통계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환경

적 요소인 교육 시설 만족도는 긍정적 행동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는 즉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 

또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동기 및 교

육 만족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Variable Amotivation
Internal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Satisfaction 
with facility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employee 

services

Satisfaction 
with content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Motivation 1        

Internal motivation  .051 1       

External motivation   -.433*** .010 1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139 .097 .277*** 1     

Satisfaction with facility environment  .056  -.201** .185** .424*** 1    

Satisfaction with employee services -.132 -.123 .204** .318***   .464*** 1   

Satisfaction with content -.129 -.066  .399*** .435***   .393*** .310*** 1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314***  .120  .545*** .462*** .124 .337*** .491*** 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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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

가 교육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

로 참여 동기 요인이 교육 만족도인 강사 만족, 시설환경 만족, 

직원서비스 만족, 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강

사 만족에는 내재적 동기(b=.263, t=3.414, p＜.01)만이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환경 만족에는 무동기

(b=.181, t=2.365, p＜.05)와 내재적 동기(b=.265, t=3.467, p

＜.01)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재적 동기

(b=-.213, t=-3.083, p＜.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서비스 만족에는 내재적 동기(b=.186, t=2.374, 

p＜.05)는 직원서비스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외재적 동기(b=-.123, t=-1.735, p＜.10)는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만족에는 내재적 동기

(b=.425, t=5.765, p＜.01)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가자의 내

재적 동기 유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재

적 동기가 강사 만족, 내용 만족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특히 외재적 동기는 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만족, 직원서비스 만족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참가자

의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경우 프로그램의 내부적 요소에 더욱 집

중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며, 외재적 동기는 프로그램 내부

에 대한 관심 보다는 외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며, 이러

한 기대는 시설과 직원 서비스 등의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

족도가 긍정적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 만족 요인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 교육 만족의 하위 요인 중 강사 만족(b=.339, 

t=5.065, p＜.01), 직원서비스 만족(b=.242, t=3.687, p＜.01), 

내용 만족(b=.379, t=5.749, p＜.01)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환경 만족(b=-.281, 

t=-4.036, p＜.01)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강사와 직원서비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참여 후, 주변 사람들에

게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거나 추후 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Table 7).

셋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

Table 6.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Factor on Education Satisfaction (Research Question 1)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ation b t-value p-value

Collinear statistics
R2 Modified R2 F

Tolerance VIF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Constant   12.268*** .000 .087 .072 5.970a) 

Motivation -.030   -.390 .697 .809 1.235

External motivation  .096   1.372 .172 .996 1.004

Internal motivation  .263   3.414*** .001 .811 1.232

Satisfaction with facility Constant   10.003*** .000 .102 .088 7.144a)

   environment Motivation  .181   2.365** .019 .809 1.235

External motivation -.213  -3.083*** .002 .996 1.004

Internal motivation  .265   3.467*** .001 .811 1.232

Satisfaction with employee Constant    9.861*** .000 .059 .044 3.960a) 

  services Motivation -.046   -.581 .562 .809 1.235

External motivation -.123  -1.735* .084 .996 1.004

Internal motivation .186   2.374** .019 .811 1.232

Satisfaction with content Constant   8.159*** .000 .167 .154 12.613a) 

Motivation  .058   .791 .430 .809 1.235

External motivation -.074 -1.108 .269 .996 1.004

Internal motivation  .425  5.765*** .000 .811 1.232

a)df1=3, df2=18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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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긍정적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참여 동기 요인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참여 동기 요인 중 외재적 동기(b=.120, t=1.992, p

＜.05)와 내재적 동기(b=.499, t=7.492, p＜.01)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재 참

여율과 긍정적 구전, 지속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내재

적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재적 동기도 긍

정적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 참여의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Table 8).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 및 

교육 만족이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 교육 만

족도 및 긍정적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동기와 긍

정적 행동의도, 내재적 동기와 시설환경 만족도에는 부(-)의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동기는 교육 만

족, 긍정적 행동의도의 모든 변수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환경 만족 요인을 제외한 교육만족의 

하위 변수 모두 긍정적 행동의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육 프로

그램의 교육 만족도는 긍정적 행동의도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50].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중 특히 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관

련 선행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참여 동기로서 내재적 동기가 프로

그램의 효과에 가장 긍정적이며, 그 다음으로 외재적 동기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였다[31, 54]. 그러나 이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의 경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적인 참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Jung [28]

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논의하여 보

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한 것이며, 이는 센터 등의 고정된 공간 중심이 아니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은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또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내재적 동

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더욱 집중하

Table 7. Effects of Education Satisfaction Factors on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Research Question 2)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ation 

b
t-value p-value

Collinear statistics
R2 Modified R2 F

Tolerance VIF
Education satisfaction Constant    2.546*** .000 .389 .376 29.935a) 

Satisfaction with instructor .339  5.065*** .000 .726 1.377

Satisfaction with facility environment -.281 -4.036*** .000 .672 1.487

Satisfaction with employee services .242  3.687*** .000 .757 1.322

Satisfaction with content .379  5.749*** .000 .748 1.337

a)df1=4, df2=188, p=.000.
***p<.001.

Table 8.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Factors on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Research Question 3)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ation 

b
t-value p-value

Collinear statistics
R2 Modified R2 F

Tolerance VIF
Constant - 7.163*** .000 - - .319 .308 29.536a) 

Motivation -.104 -1.557 .121 .809 1.235

External motivation .120 1.992* .048 .996 1.004

Internal motivation .499 7.492*** .000 .811 1.232

a)df1=3, df2=189, p=.000.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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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낮아 질 것으로 확인가능

하다. 

첫째,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교육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

가자의 내재적 동기는 강사 만족, 시설환경 만족, 직원 서비스만

족, 내용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

적 동기는 시설환경 만족, 직원서비스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동기는 시설환경 만족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 동

기는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8]와 대학평

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가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64]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Lee [54]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참여할 때 더욱 효과적이며, 권유를 하는 사람과 권유를 받는 사

람의 욕구가 일치할 때 발생되는 이차적 자발성에 의한 프로그램 

참여 또한 매우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는데[54] 이는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

둘째,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만족이 긍정

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교육 만족도 중 내

용 만족, 강사 만족, 직원서비스 만족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

도는 긍정적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설환경 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의

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리적 

환경 만족도가 참여 지속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Jung 

[28]의 연구와 차별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설문 조

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이 실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주 1회, 4주 내외의 단기간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따라서 4주 내외의 부부 관계 향

상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긍정적 행동의도를 촉진하

기 위해서는 시설환경 부분 보다는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관리

와 질적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

원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참여 동기에서는 내재

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순으로 긍정적 행동의도에 높은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동기는 참여 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

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재 참여율과 긍정적 구전, 지속 참

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재적 동기도 긍정적 참여 후 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육 참여의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ang [31]의 연구에서 예비 신랑은 일반

적으로 예비 신부에 의하여 부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

로써 수동적인 참여 동기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참여 후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것으

로 보고된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Lee [54]는 효과적

인 프로그램이란 참여자의 목적과 목표와 프로그램의 목표가 일

치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 참여에 있

어서 참가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참여는 교육의 효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하였는데[54]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뚜렷한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재적 동

기를 유발시키는 전략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

재적 동기에 의하여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더라도 

프로그램의 최초 참여는 보수 교육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 대

한 관심을 극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침에 따라[31], 최초 부부 관

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곧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재참여 시 

내재적 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참가자 중 대다수의 남편 참가자는 아

내에 의하여 수동적인 형태로 참여한다. 따라서 기혼 여성 또는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중요

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

기를 유발시키고, 그러한 동기가 실질적인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지

속적 참여, 재참여, 긍정적 구전 등의 참여 후 행동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

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분적으로는 외재적 동기 또한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재적 동기와 직원 서비스 만족이 참여 후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설 환경은 참여 후 행동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외재적 동기가 유발된 

참가자의 긍정적 행동의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 환경 보다 

직원 서비스 측면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참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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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의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 동기에 따른 차별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내재적 동기 유발은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외재적 동기가 유발된 참가자의 경우에는 직

원 서비스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참가자의 무동기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긍정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교육 만족과의 관련성 또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

도 의무적인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비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되며, 외재적 동기를 유발할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여 동기, 교

육 만족, 긍정적 행동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참여 동기에 따라 교

육 만족도와 긍정적 행동의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와 내용 만족, 강사만족, 직원서비스 

만족은 긍정적 행동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며, 외재적 동기는 교

육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낮지만 긍정적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동기는 교육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행동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재 참여

율과 긍정적 구전, 지속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재적 동기도 긍정

적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

육 참여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 

가자의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도가 긍정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

램 참가자의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홍보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과 실제 동기 유발간의 효과를 실

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긍정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참여 동기와 교육 만족으로 제한한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기존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여 긍정

적 행동의도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참가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

행된 이후에도 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부부모임을 활

성화 시키거나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교육 내용이 실제 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러한 모임은 추

후 프로그램의 재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재참여는 학습자로

서 뿐 아니라 자원 봉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형태에 대한 집중 

분석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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