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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가 자녀의 주관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

하지만 어렵다는 점과 아들보다 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여자 중

학생이나 고등학생,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총 225명이었다. 학교에

서 자녀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와 주관적 안녕 척도가 수록된

자녀용 설문지에 응답한 후, 부모 공감 척도 부모용과 한국판 사회적 바람

직성 척도 단축형이 수록된 부모용 설문지를 집에 가져가 부모 각각에게

설문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을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응답만 투입한 모형 1은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응답과 딸의 응답을 투입한 모형 2

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 모형 2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

감이 갖는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갖는 영향

을 확인하였을 때 유의한 영향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자녀가 받아들이기에 공감이라고 보일 수 있는 부모 공감이 중요하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 기존의 연구와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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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많은 학자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공감이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공감적인 부모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아동과 함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Feshbach, 1987). 반대로 공감적

인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자녀는 거짓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Winnicott, 1965). Kilpatrick(2005)은 부모 공감을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귀인,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행동적인 반응의 네 단계로 나누면서 이 네

단계 모두가 충분히 좋은 양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강조하였

다.

Rogers(1975)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것’이며 부모의 공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

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녀의 내면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녀의 감정과 자녀가 취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Rogers(1975)의 정의에서 공감은 단순히 이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해를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 공

감은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표현적 요소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Feshbach(1987) 역시 공감을 설명하면서 정서적 요소 이외에도

인지적인 요소와 표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Feshbach(1987)에

따르면, 공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인

신호를 변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부모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에는 여러 학자들이 동의

하지만 조용주와 정남운(2009)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모 공감과 자녀의 공

감 수준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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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조용주와 정남운(2009)의 동향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모 공감의

영향을 연구한 국내 논문은 크게 부모 공감의 전수, 부모 공감이 자녀의

여러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 공감과 아동 학대의 관련성, 부모 공감 증

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의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중에서 부

모 공감이 전수되는지를 검증하는 논문을 보았을 때, 모녀 관계에서 모자,

부녀, 부자 관계에서보다 부모 공감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도 있었

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주로 아동 학대 및

방임과의 관련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보다 부모 공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온 외국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른 공감의 영향

에 대해서는 같은 주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

일치를 아버지의 양육참여, 모델링, 공감의 성차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부모 공감이 정확히 측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결

과가 나온다는 의견도 있었다. Kilpatrick(2005)에 따르면 부모 자녀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처럼 HES(Hogan Empathy

Scale;Hogan, 1969), EETS(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

Mehrabian & Epstein, 1972),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

1980), BES(Basic Empathy Scale; Jolliffe & Farrington, 2006)와 같은 일

반적인 관계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 공감을 측정할 수

없다. 부모 공감을 측정하는 데에 특화된 척도로는 1985년 개발된 질문지

형식의 PPEM(Parent/Partner Empathy Measure; Feshbach & Caskey,

1985)과 인터뷰 형식의 PEM(Parental Empathy Measure; Kilpatrick,

2005)이 있다. 이 두 척도의 형식은 질문지와 인터뷰로 다르지만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 공감 정도를 측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감은 표현되고 상대에게 전달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Barrett-

Lennard(1981)에 따르면 타인에게 공감이 표현되었을 때, 타인이 공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입장을 이해하고 적

절하게 표현하였다고 생각해도 자녀가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다. 혹은 질

문지에 응답할 때, 부모의 사회적으로 좋게 보이고 싶은 경향성 등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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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보다 더 공감을 잘하는 것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 Gecas와

Schwalbe(1986)에 따르면 공감을 포함하는 양육 행동에 대해 자녀와 부모

에게 각각 조사했을 때, 자녀의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인식과 부모 스

스로의 인식 간에는 상관이 적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조용주(2010a)는

PPEM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개발하였고 이후 연

구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

가 보고한 공감 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조용주, 2010b). 그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 공감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이 어머니가 보

고한 공감보다 공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 공감을 측정할 때, 부모와 자녀 중 누

구에게 측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

모 공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용주(2010b)는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이 자녀가 인식한 부모 공감과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선희도와 왜곡, 투사, 부정의 방어

기제를 설정하여, 이 중 사회적 선희도가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즉,

이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가 왜 자녀와 다르게 “보고”를 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머니와 자녀가 부모 공감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신경써서

자녀가 보고한 것보다 더 잘 공감한다고 보고하였을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부모 공감에 대한 지각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 부모의 공감과 관

련이 깊은 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해 자녀의 보고와 부모의 지각을 비교한

박진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10대 자녀들에 비해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이고 더 개방적이게, 또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

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보고의 차이가 아닌 지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 조용주(2010b)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선희도는 다섯 가지

하위 척도 중 정서 지각, 관점 수용, 냉담한 정서반응의 세 가지 하위 척도

에서의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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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선희도가 어머니와 자녀의 응답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던 모든 하위

척도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선희도에 의한 보고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지각의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부모는 공감이라

고 생각한 것이 자녀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

적절히 공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는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재희, 주은선, 2016; 남상철, 유영달, 2007;

류성진, 2016; 백욱현, 2011). 그 중 김재희와 주은선(2016)이 일반 청소년

집단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돌봄과 과보

호에 대한 부모 자녀의 지각차가 부적응 청소년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

다. 또 남상철과 유영달(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지각 차이는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 자녀 간의 지각 차이 역시 자녀에, 또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부모 공감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부

모 공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 공감은 부모 자녀 관계의 여러 면

에, 또 자녀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김정미, 2014; 박선영, 조용주,

2011; 이찬주, 주영아, 2014; 함영주, 2015)는 것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

인되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

들 역시 부모 공감과 다른 여러 요인들의 관계를 논하고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여러 요인 중 자녀의 행복에 주목하고자 한다.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자 삶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과학

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행복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전통적으로 행복은 개인 차원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 차원

의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이해되었다(Seligman, 2004).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최근에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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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박병기, 송

정화,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 공감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

향을 보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과학고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주관적 안

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송미라, 한기백(2015)의 연구 결과 자녀가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공감적 돌봄 등에 기반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김복인, 이인수(2013)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

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수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

에서도, 부모 공감이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행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아내

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공감만을 보았고 부모

가 보고하는 부모 공감과의 차이를 보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부모 공감에 대해 다르게 지각할 때, 그 차이가 자녀의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한다.

앞서 언급한 조용주(2010b)의 연구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가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어머

니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 중 한 쪽만 대상으로 한 것

이 제한점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공감수준과 그 공

감이 드러나는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공존한다.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 공감과 관련되는

부모의 역할, 양육행동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다(이선이 외,

2008). 이선이 외(2008)가 5개국의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비교해본 연구에 따르면, 5개국 모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지지적

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한국에서도, 사

회적으로 기대되는 좋은 어머니 역할과 좋은 아버지 역할도 변화하고 있으

며 그 간극이 줄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 증가로 아버지에게 이전만큼 가부

장적인 가장, 부양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또 자녀양육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해야한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

서 확산되고 있다(이선이 외, 2008). 이외에도 과거에는 모성은 본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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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는 것 그 자체에서 양육의 보상을 받는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 특성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도 나오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엄격한 도덕적

스승으로서의 아버지를 강조했다면 점차 감정도 풍부하고 애정적인 아버지

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부성상과 모성상이 좁혀지고 있다(이선이 외,

2008).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부모 공감을 확인한 연구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여전히 확인되기도 했다. Perez-Albeniz와 Joaquin de Paul(2002)는

신체적인 아동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모 공

감을 비교하였는데, 아동 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정에서 부모 공감 수준이

더 낮았지만 그 양상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달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동

학대 위험이 높은 어머니들은 더 높은 개인적 스트레스를 보였고 아동 학

대 위험이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의 입장 이해가 낮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해보았을 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 공감과 자녀가 지

각하는 부모 공감에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만이 아니라 어머

니, 아버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성별을 통

제하여 딸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아들과 딸 중 딸을 선택한 이유는 딸

이 부모의 공감에 더 민감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여성

과 남성의 공감에 대해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한가희와 이인혜

(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타인에게 깊이 몰입하고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 또 Rueckert와 Naybar(2008)의 공감에

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공감수준이 낮

았는데, MEEQ척도를 사용했을 때 여성의 평균은 40.4795, 남성의 평균은

21.95로 t(93)=-3.059, p=.003이었다.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아들

과 딸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Gecas와 Schwalbe(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

의 양육 태도와 지지는 딸의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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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hbach(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 공감이 딸의 읽기와 철자 시험 점수에

는 아주 높은 예측력을 보였지만 아들의 점수와는 상관이 없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딸이 아들보다 부모의 공감에도 더 민감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들과 딸 중에 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또 특히 청소년기의 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는데, 청소년기는 부

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

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 친구나 이성관계에

서의 애착을 형성하고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율성을 성취해야하는 시기

이다(장영애, 엄윤경, 2009).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기 자녀는 이제까지의 일

차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하여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조용주, 2010b). 이

러한 점에서 청소년기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의 차이가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정보만

으로도 부모 자녀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것이 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는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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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딸과 부모의 부모 공감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의 차이

는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의 차이

는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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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기 딸의 지

각 차이가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부모 공감, 부모

와 자녀의 지각 차이,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핵심 단어들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보았다. 또 본 연구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

이를 살펴본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 차이에 대한 선

행 연구도 확인하였다.

1. 공감과 부모 공감

공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Lipps(1926)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

상할 때 심미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작품과 연결

된 내면의 느낌 때문이라고 말했다(조성호, 2004에서 재인용). 이를 인간관

계에 적용하면, 공감은 상대의 표정이나 자세를 모방하여 같은 정서 상태

에 다다르고 그 상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에는 정

서적인 요소가 있다. Piaget(1932)에 따르면 공감에는 인지적인 측면 또한

있는데, 어린 아이는 성숙하면서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고 인지적으로 탈중

심화를 이루게 된다(조성호, 2004에서 재인용). 이 탈중심화가 이뤄질 때

다른 사람의 관점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 때 공감도 가능해진다.

Rogers(1957) 또한 공감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공감은 타인의 준거

틀을 정확하게,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공감은 인지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그 상황에서 타인

이 느꼈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표현되어야한다. 이러한 공감의 표현적 요소는 상담 분야에서 강

조되어 왔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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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내담자에게 표현하는 것이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용주, 정남운, 2009). 상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이

타행동 촉진, 공격성 억제, 주관적 안녕감 증진 등의 효과는 공감이 표현되

었을 때 일어난다. 정리하면, 공감에는 정서적, 인지적, 표현적 요소가 있

다. Haynes와 Avery(1979)의 정의에 이 세 요소가 잘 드러난다. Haynes와

Avery(1979)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지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

이해를 수용하는 반응으로 사려깊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표현은 언어적일 수도,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드

러날 수도 있다.

이는 부모 공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 공감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공감을 의미한다. Rogers(1957)의 정의를 다시 가져오면, 부모 공감은 ‘부

모가 자녀의 준거틀을 정확하게,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 ~처럼(as if)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이 타인인 것

처럼 지각하는 상태’이며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감적인 부모는 민감하게

자녀의 욕구에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자녀와 함께한다. 부모가 공감적일 때

부모 자녀 관계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공감이 부족

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Feshbach, 1987), 자녀로 하여금 자기와

타인에 대해 파편화된 상을 가지게 한다(Kohut, 1971; Kipatrick, 2005에서

재인용). 또 부모 공감은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애착은 아동이 주양

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정서적인 유대이다. 따라서 애착이 잘

형성된 부모 자녀 관계라는 토대 위에서 공감이 가능하기도 하고, 공감이

있어야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수 있기도 하다(조성호, 2004). 이 외에도

부모 공감은 청소년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권남희, 남

상인, 2015). 친사회행동은 사회성을 포함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

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청소년 자녀가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권남희와 남상인(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청소년의 친사회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렇

게 부모 공감은 공감의 한 종류이지만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의 공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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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이 크고 부모 자녀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

계에서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부모 공감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Kilpatrick, 2005).

앞서 강조하였듯, 공감은 표현되었을 때에야 의미가 있다(Barrett-

Lennard, 1981). 부모 공감에 적용하여 말하면 부모의 공감은 자녀에게 표

현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이 점에서 부모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뿐만 아니

라 이 공감의 표현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자녀의 수용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감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공감을 표현한 사람은 공감했다고 느껴도 공감의 긍정적인 효과

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 공감을 연구하는 이유가 부모 공감

이 자녀에게, 또 부모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라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 공감을 지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조

용주(2010a)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하여 조용주(2010b)는 정말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어

머니가 보고한 공감이 자녀가 지각한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 부모

공감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더 상관이 높은 것

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이었다, 이를 통해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이 부모 공감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권현정, 조용주(2017)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학교 적

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기개념과 배척민감성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김복인, 이인수(2013)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공감에서는 공감적 정서반응

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에서는 냉담한 정서반응이 청소년의 행복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을

탐구한 연구로는 이상민(1999)이 대화양식과 돌봄수준을 중심으로 왜 어머

니와 아버지의 공감에 대해 자녀가 다르게 느끼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상민(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부모 공감에 대해 느끼는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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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아니라,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감을 지각할 때 어머니의 공감

에서는 돌봄수준의, 아버지의 공감에서는 대화양식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고 가정하고 이를 밝히려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

감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강점을 보이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

한 부모 공감의 차이가 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

부모와 자녀의 지각차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이성 관계(백욱현,

2011), 세대 차이(박분희, 김양수, 2001)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지각 차

이를 보는 연구,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행위(류성진, 2016), 부모 공감(조

용주, 2010a, b; 이상민, 1999), 모성애(김영옥, 정미경, 2010)과 같은 부모

자녀관계의 요소에 대한 지각 차이를 보는 연구 등이 있었다. 우선 특정

주제에 관한 부모 자녀 간의 지각 차이를 본 연구 중 백욱현(2011)이 이성

교제에 대한 지각차를 다룬 연구를 보면, 이성교제 지각척도의 모든 하위

영역과 전체 합 값 모두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이성교제로 인한 갈등을 지각할 때도 부모와 자녀 간에 지각 차이가 있었

다.

부모 자녀관계의 요소에 대한 지각 차이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류성진

(2016)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지각차를 연구한 결과, 부모

와 자녀 간 대화량을 제외하고,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행위들에 대한 부

모와 자녀의 지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지각의 차이가 자녀의 감정조절능력과 인지적 의사소통능력과 갖는 상

관 또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량에 관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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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감정 지도에 대한 어머니, 어버지와 자녀 간 지각 차이 등이 자녀의

감정조절능력과 거의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또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행

위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지각 차이는 자녀의 인지적 의사소통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류성진, 2016).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지각 차이

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상통한다.

특정 주제에 관한 부모 자녀의 지각차를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청소년 자

녀 간의 사회현상 및 행동에 관한 지각의 차이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떻게 양육해야할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 청소

년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백욱현, 2011).

김재희, 주은선(2001)이 일반 청소년집단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

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부모 자녀의 지각차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

면, 부적응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

해 부모와의 지각 차이가 컸다. 또 남상철과 유영달(2007)에 따르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가 클수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

가 높았다. 이렇게 특정 주제에 관한 지각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는 것은 비단 부모 자녀 관계에서 뿐 아니라 부부 관계, 사회적인 차원에

서 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5)가 부부

간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 차이와 부부 갈등,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

래놀이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간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의 차이는 부부 갈등 및 우울과 상관이 있었다. 김은지와 전귀연(2016)

이 맞벌이 부부 간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에서도 상통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부부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부부 간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지각 차이는

부부 갈등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아버지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

는 것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대 갈등은 더

증폭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는 세대 차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부모 자녀 간의 차이와 갈등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세대 간 차이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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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박분희, 김양수, 2001). 안재희, 유계숙(2006)에 의하면 세대

차는 어떤 주제에 대해 관련된 세대성원들이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로 세대

차의 출발점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세대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함인희, 2002;

안재희, 유계숙, 2006에서 재인용)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모 자녀 간의 세

대차, 즉 지각의 차이가 부모 자녀 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 차이

성별에 따라 공감의 수준이 다르다는 선행 연구(Linda Rueckert,

Nicolette Naybar, 2008; 한가희, 이인혜, 2016)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마다 상반되는 결과를 내고 있었다.

Kilpatrick(2005)에 따르면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을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부모 공감은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공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

반적인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고 정확하게 측

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 차이를 본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 공

감의 하위 요소를 나누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다른 하위 요소에 강점

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상민(1999)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는 애정표현이나 보살핌을 주로 담당하고 아버지는 이성적인

대화를 주로 맡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 어머니의 경우에는 돌봄수준, 아버지는 대화양식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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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고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아동 학대 위험이 높은 부모의 성

별에 따른 부모 공감을 살핀 A. Perez-Albeniz와 Joaquin de Paul(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위험이 높은 아버지는 관점 수용이 낮았고, 아동 학

대 위험이 높은 어머니는 개인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 공감의 하위요소 중

다른 요소에 강점을 보였고, 이 차이는 전통적인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을

반영하고 있었다(이상민, 1999). 그러나 앞서 살핀 대로 부모 공감을 더 정

확하게, 왜곡 없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뿐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점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와 역할 차이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 차이를 다시 살펴봐야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기대 받았고, 엄하게 자녀를

훈육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했다(함인회, 1997). 이러한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핵가족화로 인해 육아를 도와줄 다른 가족이 없어지고, 산업화

로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면서 현실에 맞지 않아지고 있다(김낙홍, 2011).

Gebauer(2004; 김낙홍, 2011에서 재인용)는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에만 힘쓰다 나이가 들어 자녀와 가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버지는 부인과 자녀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아버지상이 변화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두되는 아

버지상은 어머니와 다르지 않은, 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양육자

이다(유연화, 최경애, 1997; 권희경, 2009; Woodworth, Belsky, Crinic,

1996). 권오진(2009; 김낙홍, 2011에서 재인용)이 오늘날 좋은 아버지는 잘

놀아주는 아버지를 뜻한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함

인회(1997)에 따르면 이제는 전통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양육적이고 지지적

이며 동료적인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이

해하고 수용하고 가족들과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가 새로운 아버지상이다(조형

숙, 김지혜, 김태인, 2008). 이는 비단 사회가 아버지에 대해 가진 기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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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이기도 하다. 김낙홍(2011)

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바람직한 아버지로 자녀와 많은 시간

을 보내며 놀아주고, 자녀와 의사소통하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같고 다정한 아버지를 꼽았다.

조형숙, 김지혜, 김태인(2008)의 연구에서도 아버지들 스스로가 사랑을 표

현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다정다감한 아버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

용하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영역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달리,

현재 부모 자녀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영역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감을 연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공감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주관적 안녕감

행복에 대해 연구하면서 행복을 측정 가능하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 이전에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면(Seligman, 2004),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 밝혀지

면서 이 둘을 합쳐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하려는 흐름이 있다(박

병기, 송정화, 2007). 주관적 안녕감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부

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개념이

다(차경호, 김명소, 2002).

행복, 즉, 주관적 안녕감은 누구나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다. 또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성적 등을 예측한다(한상철, 김미숙,

2008). 청소년기 주관적 안녕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뿐이 아니다. 청소년기

주관적 안녕감은 장기적으로 성인기의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되어있으며(한

상철, 김미숙, 2008), 시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요인이다. 이러

한 점에서 청소년기의 주관적 안녕감은 중요하다(Diener, 2000).

그런데 청소년,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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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막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다(김광선, 이홍직, 2015). 우리나라 고

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권세원, 이애

현, 송인한(2012)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또 제 7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

교연구조사(염유식 외, 2015)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

복지수가 90.4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회원국 23개국 중 19위에 해당하

는 점수이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 약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유신애, 박미화, 2016). 2016년 시행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도 37.4%의 청소년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

은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또 12.1%의 청소년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

려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2016).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더 주

관적 안녕감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광선, 이홍직, 2015).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김광선, 이홍직(2015)이 어떠한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

생인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가계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

의 주관적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

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인간관계이다(Diener, 2004). 이 중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처음 맺는 인간관계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라는 점에

서 중요하다. Diener(2004)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유대 관계를 가

지고 있다. 또 개인의 삶의 질이 높으려면 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정

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 2013). 이러

한 점에서 부모 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 공감은 일반적인 공감과 마찬가

지로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부모 공감을 연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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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다. 부모가 보고하는 부모 공감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공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을 본 결과, 지각 차이는 부모 자녀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각

의 차이가 여러 요인 중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알아보려한다. 주관적 안녕감을 선택한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 주관

적 안녕감이 중요하며 대인관계, 특히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자녀의 주관

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공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존재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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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100명에게 인구통계학적 질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주관적 안녕 척도,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이 수록된 자녀용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후 인구

통계학적 질문, 부모 공감 척도 부모용,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

형이 수록된 부모용 설문지를 두 부씩 집에 가져가 부모님께 응답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100명의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총 300여 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딸, 어머니, 아버지 세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성실하게 응답을 하지 않은 21세트와

딸의 생년월일이 같았던 4세트를 제외하고 75세트, 총 225명의 응답을 대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딸의 나이, 부모와 딸의 나이차, 부모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딸의 출생년도와 2017년 기준 나이

출생년도 나이(2017년 기준) n

1999 19 1

2000 18 2

2001 17 54

2002 16 8

2003 15 5

2004 14 3

2005 13 2

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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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모와 딸의 나이차

[표 3] 부모의 학력

2. 연구 도구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7)

이 척도는 조용주(2010a)가 개발하고 2017년 수정한 척도이다. 공감에는

정서 지각과 관점 수용이라는 인지적 요소와 공감적 정서, 냉담한 정서, 과

민 정서라는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의사소통과 조력행동이라는 표현적 요소

가 있다는 관점을 채택한 척도이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요

소와 표현적 요소가 묶인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로 수정

하였다. 정서 지각 문항의 예로는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

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 관점 수용 문항의 예로는 “내가 시험을 못 쳤다

학력 아버지 어머니

~ 고졸 5 5

고졸 ~ 대졸 14 20

대졸 48 45

대졸 이상 8 5

총 75 75

나이 차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20 ~ 25 2 10

25 ~ 30 24 36

30 ~ 35 34 22

35 ~ 40 8 3

40 ~ 2 0

결측치 5 4

총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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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 공감적 정서반응 문항의

예로는 “나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냉담한 정서반응 문항의

예로는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실 때가 많다”, 과민 정서반응 문항의

예로는 “내가 우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또는 어머

니)앞에서는 울지 않는다” 등이 있다. 각 하위 척도 당 5문항으로 총 25문

항이며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고, 응답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10분 정

도 소요된다. 조용주(2010a)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각 하위 척

도별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정서 지각 .81, .80, 관점 수용 .74, .78, 공감적

정서반응 .81과 .74, 냉담한 정서반응 .76과 .71, 과민 정서반응 .59, .56이었

다. 조용주(2010b)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 지각 .80, .78, 관점 수용 .77,

.75, 공감적 정서반응 .81, .79, 냉담한 정서반응 .78, .76, 과민 정서반응 .53,

.54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 척도를 활용한 권남희, 남상인(2015)의 연구에

서 나타난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93,이었다.

이 척도는 2017년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다. 2010년 척도가 개발된 후 여

러 연구에서 이 척도가 사용되었는데 다른 요인들은 신뢰도가 높게 나왔지

만 과민 정서반응은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따라서 조용주(2017)는 이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수정하였다. 과민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너무”, “지나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표현이 주는 극단적인 느낌이 응답자들로 하

여금 중립적인 대답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과민 정

서반응 문항 중 2번, 3번, 4번, 5번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 고

민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후회한 적이 있

다.”라는 문항은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다.”로, “내가 우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또는 어머

니) 앞에서는 울지 않는다.”라는 문항은 “내가 우는 것을 보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더 속상해하신다.”로 수정되었다. 조용주(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과민 정서반응의 문항을 수정하자 이 하위 척도의 신뢰도가 아버지 .71, 어

머니 ,72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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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 정서반응을 부모 공감의 일부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시행할 때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세 가지 하위 척도만 대상으로 하였다. 공감을 측정하

는 다른 척도들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판 균형정서공감척도(정명선, 2010)

는 정서적 개입, 정서감염, 낯선 타인의 감정이해, 상상적 공감, 공감적 관

심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또 김윤희, 김진숙(2017)이 성인 310명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발한 공감 척도(김윤

희, 김진숙, 2017)는 역할수용, 감정파악, 감정공명, 대리감정, 진솔성, 경청

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 외에 HES(Hogan, 1969), EETS(Mehrabian,

Epstein, 1972), IRI(Davis, 1980), PEM(Kilpatrick, 2005), BES(Jolliffe,

Farrington, 2006), PPEM(Feshbach, Caskey, 1985)와 같은 외국의 공감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타인지각, 관점 수용, 정서 공유, 동정, 상상력, 정서

반응, 정서 공유, 정서 이해, 애정 표현, 의사소통 등 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를 통해 부모 공감을 측정할 때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과 같은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 정서반응처럼

공감이라고 보기 어려운 하위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7)에서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세 가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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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7)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계수

*역채점문항

(2) 부모 공감 척도 부모용(조용주, 2010a)

이 척도는 조용주(2010a)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0a)를 부모 입장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예를 들어 청

소년용 척도의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는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로 수정되었다. 개발자는 문항을 수정한 후 심리학 박사과정생 5명

에게 자녀용과 부모용의 각 문항의 의미가 동일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검

토를 받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하위척도 예
문항 수 및 문항

번호

Cronbach’s

α

부 모

정서 지각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다.

5

(1, 11, 16, 21, 31)
.81 .80

관점 수용
내 취미생활을

이해해 주신다.

5

(2, 7*, 17, 27, 39*)
.74 .78

공감적 정서반응
내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신다.

5

(8, 13, 23, 28, 32)
.81 .74

냉담한 정서반응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다.

5

(4, 19, 24, 29, 34)
.78 .76

과민 정서반응

내가 우는 것을 보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더

속상해하신다.

5

(15, 25, 30, 35, 40)
.71 .72

전체 2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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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 총 25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0a, 2017)와 쌍을

이루는 척도인데, 2017년 청소년용 척도가 수정될 때 부모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자와 교신 후 청소년용 척도에서

“너무”, “지나친”의 표현을 “나의 예상보다”로 수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용 척도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하다.”의 문항은 “나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아이의 예상

보다 더 속상하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3) 주관적 안녕 척도(박병기, 홍승표, 2004)

본 연구에서는 송미라, 한기백(2015)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안

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주관적 안녕 척도는 Diener 등과 Ryff 등의 이

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박병기, 홍승표(2004)가 개발한 것으로,

Diener(2000)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정적-부적 정서경험에 관련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

되, 너무 특수하지는 않도록 개발하였다.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며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자신을 조정하기가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는 부적 효능,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낸 일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해당되는 정적 효능, “생활에서 만족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 정

적 정서, “생활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한다”와 같은 부적 정서, “늘 함께 있

고 싶은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 대인관계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박병기와 송정화(2007)가 보고한 문항내적합치도는

정적 효능 .82, 부적 효능 .72, 정적 정서 .94, 부적 정서 .87, 대인관계 .84

였다. 또 송미라, 한기백(2015)의 연구표집을 대상으로 한 문항내적합치도

는 전체가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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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관적 안녕 척도(박병기, 홍승표, 2004)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계수

*역채점문항

(4)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SDS-17)

조용주(2010a, b)의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부모 공감이 자녀

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차이가 날 때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사

회적 선희도, 즉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정도를 설정

하였다. 가장 미성숙한 자아도취단계의 세 방어기제를 포함시킨 이유는 어

머니가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지각보다 스스로 공감을

더 잘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조용주, 2010b). 연

구 결과, 정서 지각, 관점 수용, 냉담한 정서반응의 하위 척도에서 자녀의

하위척도 예
문항 수 및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적 효능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

6

(5, 6, 11, 16, 24,

26)

.82

부적 효능
남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다.

8

(9*, 10*, 18*, 20*,

27*, 28*, 29*, 30*)

.72

정적 정서
여가시간 활용에

만족을 느낀다.

7

(1, 2, 4, 14, 15, 21,

25)

.94

부적 정서
생활에서 슬픈

감정을 느낀다.

4

(7*, 8*, 17*, 19*)
.87

대인관계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5

(3, 12, 13, 22, 23)
.84

전체 3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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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보다 스스로 더 공감적이라고 보고한 어머니들의 사회적 선희도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지각하는

부모 공감의 차이를 보기 위해 부모가 실제 자신의 지각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드러난 사회적 선희도를 측정하여 사회적

선희도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자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보다 스스로를 더 공감적이라고 보고한 집단과 덜 공감적이라고 보고

한 집단에 사회적 바람직성 차이가 크다면 이는 부모가 자신의 공감에 대

해 지각하는 것이 두 집단 간에 달라서라기보다는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주(2010b)의 선행 연구에서는 Crowne과

Marlowe(1960)이 개발한 척도를 이주일(1988)이 단축형으로 구성한 13문

항 사회적 선희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1988년 타당화된 척도

라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타당도를 가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문항을

구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김용석, 전수미, 이평순(2008)이 Stober(2001)

가 개발한 SDS-17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

성 척도 단축형(K-SDS-1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라

는 단일요인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문항의 내용과 표현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병훈 외, 2015).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6문항은 역채점을 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나

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배려한

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배병훈 외(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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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자녀용, 아버지용, 어머니용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제작했다.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자녀용, 아

버지용, 어머니용이 한 묶음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동시에 익명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 식별자로 자녀용, 아버지용, 어머니용 모두의 첫 문항으로 딸의

생년월일을 쓰게 하여 설문지를 회수한 후 딸의 생년월일이 같은 설문지끼

리 묶었다. 딸의 설문지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0a, 2017)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주관적 안녕 척도(박병기, 홍승표,

2004)를 실었다.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설문지에는 딸의 생년월일을 물은

이후에 학력, 나이, 직업을 묻고 부모 공감 척도 부모용(조용주, 2010a,

2017)와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SDS-17)을 수록했다. 딸

이 부모의 응답지를 보거나 부모가 딸의 응답지를 보게 되면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딸에게 응답하게 하고 그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후에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설문지를 나눠주어 집으로 가져갈 수 있

게 하였다. 또 아버지용과 어머니용 설문지의 표지에 부모가 서로 상의하

지 말라는 주의사항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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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의 응답과 딸의 응답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

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

계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

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을 투입하였다. 부모와 딸의 부모 공감에

대한 지각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히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조용주, 2017)의 다섯 가지 하위 척

도 중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에 따라 각 하위 척도별로 분

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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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각 척도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과 같다.

[표 6]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표 7]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 척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딸

→

부

딸

→

모

딸

→

부

딸

→

모

딸

→

부

딸

→

모

딸 →

부

딸 →

모

딸 →

부

딸 →

모

정서

지각
75 75 7 7 20 20 14.07 15.00 3.181 9.757

관점

수용
75 75 10 5 20 20 16.11 15.43 2.689 11.383

공감적

정서반응
75 75 8 10 20 20 16.32 16.72 2.553 6.312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

→

딸

모

→

딸

부

→

딸

모

→

딸

부

→

딸

모

→

딸

부

→

딸

모

→

딸

부

→

딸

모

→

딸

정서

지각
75 75 10 11 20 20 14.40 15.15 2.488 2.222

관점

수용
75 75 11 11 20 20 15.77 15.61 2.275 1.986

공감적

정서반응
75 75 11 8 20 20 16.65 16.75 1.99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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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관적 안녕 척도

[표 9]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75 68 117 89.01 10.712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75 75 0 47 77 78 57.68 58.41 9.655 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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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와 자녀의 부모 공감에 대한 지각차가 자녀의 주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 아버지와 딸

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아버지가 보고한 부모 공감

점수와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모 공감 점수를 차례로 회귀 모형에 넣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1에는 아버지가 보고한 부모 공감이,

모형 2에는 아버지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독립변

수로 투입되었다. 이 때, 모형 2에서는 아버지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영향

이 통제된 상태에서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VIF값을 산출했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잔차검증을 위해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을 때, 그 값이 0.4 ~ 0.8으로 잔차의 독립

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회귀분석에서 잔차의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

우 검증치를 과대추정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

을 고려하여야한다. 아버지와 딸의 응답을 분석하였을 때,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모두에서 모형 1은 유의하지 않고 모형 2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모형 2에서 아버지의 응답과 딸의 응답이 각각 갖는 영향

력을 확인하였을 때, 아버지의 응답이 통제된 상태에서 딸의 응답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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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아버지와 딸의 정서 지각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표 11] 아버지와 딸의 관점 수용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8.565 -
8.488

(0.000***)
8.796 -

6.600

(0.000***)
-

관점 수용

(아버지)
0.538 0.220

1.924

(0.058)
0.542 0.043

0.374

(0.710)
1.200

관점

수용(딸)
0.459 0.433

3.758

(0.000***)
1.200

R²

(수정된 R²)

F(p)

0.048(0.035)

3.701(.058)

0.204(0.182)

9.244(.000***)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7.186 -
10.507

(0.000***)
7.239 -

9.325

(0.000***)
-

정서 지각

(아버지)
0.492 0.218

1.907

(0.060)
0.511 0.060

0.507

(0.614)
1.214

정서 지각

(딸)
0.400 0.375

3.159

(0.002**)
1.213

R²

(수정된 R²)

F(p)

0.047(0.034)

3.607(.060)

0.163(0.140)

7.0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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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아버지와 딸의 공감적 정서반응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2)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 공감 점수와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모 공감 점수

를 차례로 회귀 모형에 넣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1에는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 공감이, 모형 2에는 어머니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이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VIF값을 산출했을 때,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잔차검증을 위해 Du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을 때, 그 값이

0.3 ~ 0.9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회귀분석에서 잔차의 독

립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검증치를 과대추정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아

버지와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실제보다 t값이 더 작게 나왔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어머니와 딸의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10.255 -
6.697

(0.000***)
9.148 -

5.521

(0.000***)
-

공감적

정서반응

(아버지)

0.611 0.228
1.998

(0.049)
0.566 -0.029

-0.276

(0.784)
1.224

공감적

정서반응

(딸)

0.442 0.600
5.695

(0.000***)
1.224

R²

(수정된 R²)

F(p)

0.052(0.039)

3.991(.049)

0.346(0.328)

19.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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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분석하였을 때,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모두에서

모형 1은 유의하지 않고 모형 2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모형 2에서 어머

니의 응답과 딸의 응답이 각각 갖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을 때, 어머니의 응

답이 통제된 상태에서 딸의 응답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어머니와 딸의 정서 지각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8.526 -
9.075

(0.000***)
8.132 -

8.817

(0.000***)
-

정서 지각

(어머니)
0.557 0.159

1.380

(0.172)
0.611 -0.069

-0.541

(0.590)
1.382

정서 지각

(딸)
0.435 0.434

3.421

(0.001**)
1.382

R²

(수정된 R²)

F(p)

0.025(0.012)

1.904(.172)

0.162(0.138)

6.9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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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어머니와 딸의 관점 수용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표 15] 어머니와 딸의 공감적 정서반응에 대한 지각 차이와 딸의 주관적 안녕감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9.928 -
8.614

(0.000***)
9.363 -

8.491

(0.000***)
-

관점 수용

(어머니)
0.631 0.042

0.355

(0.723)
0.643 -0.135

-1.133

(0.261)
1.207

관점

수용(딸)
0.379 0.426

3.576

(0.001**)
1.207

R²

(수정된 R²)

F(p)

0.002(-0.012)

0.126(.723)

0.152(0.129)

6.468(.003**)

독립 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p) S.E β t(p) VIF

상수 10.078 -
8.811

(0.000***)
9.070 -

6.613

(0.000***)
-

공감적

정서반응

(어머니)

0.597 0.003
0.022

(0.983)
0.498 -0.204

-2.088

(0.040*)
1.112

공감적

정서반응

(딸)

0.416 0.652
6.673

(0.000***)
1.112

R²

(수정된 R²)

F(p)

0.000(-0.014)

0.000(.983)

0.382(0.365)

22.2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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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딸이 지각하는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

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는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출발했다.

연구에 사용한 조용주(2017)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의 다섯

가지 하위 척도 중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세 가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을 1단계에,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을 2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하위 척도 모두에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부모의 응답만 투

입하였을 때보다 부모의 응답과 딸의 응답을 넣었을 때 딸의 주관적 안녕

감에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또 부모와 딸의 응답 둘 다를 투입했을

때, 부모의 응답보다 딸의 응답이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의 응답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딸

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녀 관계와 모녀 관계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부녀 관계

와 모녀 관계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

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선 첫 째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부모들이 자녀

를 평균 17년 함께 양육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딸

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쌓였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희백(2009)이

중년기 부부의 갈등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결혼지속연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로 인한 갈등이 적다는 것을 밝혔다. 연구의 대상이 된 부모와 자

녀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 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결

혼을 지속해 온 부부는 자녀관계로 인한 갈등이 적은 상태임을 유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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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딸이 어떤 아이인지 부부가 공통되고 합의된 이해를 가진 상태이

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

하였다. 둘 째로, 점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비슷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을 수 있다. 김정환, 이선이

(2014)가 30대 고학력 남성들의 아버지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오늘날의 아버지는 엄부자모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아니라 친구

같은, 양육적인 아버지 역할을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또 수행한다. 이전에는

아버지는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자상하게 품어주는,

구별된 역할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오늘날 부모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딸이 지각하는 부모의 공감과 부

모가 보고하는 부모 공감의 차이가 기존 연구보다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정리하면, 점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대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

행하는 역할이 유사해지고, 청소년기 딸을 키우는 부모는 서로 간에 딸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쌓이기 때문에 부녀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 비슷한 결

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응답이 딸보다 큰 집단과 딸의 응답이 부모의 응답보다 큰

집단의 차이가 부모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 별로 두 집단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하게 다른지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관점 수용을 제외한 모든 하위 척도에서 부

모의 응답이 딸의 응답보다 더 큰 집단과 딸의 응답이 더 큰 집단의 사회

적 바람직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모든 하위 척도

에서 어머니의 응답이 더 큰 집단과 딸의 응답이 더 큰 집단, 두 집단 간

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바람

직성이 더 높아서 부모가 딸이 지각한 것보다 자신이 더 공감적이라고 보

고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딸의 나이, 부모의 학력, 부모와 딸의 나이차가 부모와 딸의

부모 공감에 대한 지각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았을

때, 세 가지 모두 유의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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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부모 공감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가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

모 공감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다르게 지각할 때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감을 표현할 때, 자녀에

게 어떻게 느껴지는 공감인지 생각해봐야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어머니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

지의 공감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성별에 따른 부모 자녀 관계, 부

모 공감 등을 알아본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분석하여 부모의 성별에 따

른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표집을 진행하여 집에 가서 부모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부모와 관계가 좋으며,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딸들과 그

의 부모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 표본

이 더 컸다면 결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자녀

의 상담 경험 유무와 부모 자녀 관계의 불편감을 물어보았지만 상담을 받

아보았다고 응답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자녀가 너무

적어 분석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이외에 청소년 내담자 집단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또 연구의 대상이 된 자녀들의 나

이나 형제 구성 등도 다양하지 못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부모

공감, 두 자녀에 대해 부모가 첫 째 자녀에 대해 보고하는 공감과 둘 째

자녀에 대해 보고하는 공감의 차이 등도 추후 연구에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더 다양한 연령대와 더 다양한 형제 구성을 가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아들과 딸이 부모의 같은 반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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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각하는 양상이 다른지,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다르게 반응

하는지, 자녀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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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청소년용 설문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

설문지

(자녀용)

[연구 과제명]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

감의 차이

[연구 책임자명] 윤지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이 연구는 청소년기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

다. 이 연구의 수행 및 안내를 맡은 연구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소속의 윤지수(adamant@snu.ac.kr)입니다. 연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

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는 익명

으로 수집되므로 참여자 개인의 식별 및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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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정보

1.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2. 형제관계 (중복 응답 가능)

① 언니

② 오빠

③ 여동생

④ 남동생

⑤ 없음

3.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II. 검사 1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서 해당 난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아버지 어머니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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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
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 1 2 3 4 1 2 3 4

2. 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해주신다. 1 2 3 4 1 2 3 4

3. 내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해주신다. 1 2 3 4 1 2 3 4

4. 내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
신다. 1 2 3 4 1 2 3 4

5. 걱정되는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께서 더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말하게 어렵다.

1 2 3 4 1 2 3 4

6.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하신
다. 1 2 3 4 1 2 3 4

7. 나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
다. 1 2 3 4 1 2 3 4

8.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 예상보다 심
각하게 받아들이신다. 1 2 3 4 1 2 3 4

9. 내가 시험을 못쳤다고 하면 이유를 물
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 1 2 3 4 1 2 3 4

10. 내게 신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이야기하
면 같이 좋아하신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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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내가 우는 것을 보면 아버지(또는 어
머니)가 더 속상해하신다. 1 2 3 4 1 2 3 4

12.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다. 1 2 3 4 1 2 3 4

13. 나와 다른 집 자녀들을 자주 비교하시
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14.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신다. 1 2 3 4 1 2 3 4

15. 나에 대하여 걱정을 하신다. 1 2 3 4 1 2 3 4

16.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실 때가 많
다. 1 2 3 4 1 2 3 4

17. 내가 화났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아시는 것 같다. 1 2 3 4 1 2 3 4

18. 내 취미생활을 이해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19. 기분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
지(또는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덤덤해서 
머쓱한 때가 있다.

1 2 3 4 1 2 3 4

20.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나보다 더 힘
들어하신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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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사 2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다고 느끼는지 알

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해당 난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내가 성적이 안 오를 때 너무 걱정 말
라며 지켜봐 주신다. 1 2 3 4 1 2 3 4

22. 내 기분이 어떤지 살피는 데에 신경을 
쓰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23. 내가 아버지(또는 어머니) 때문에 속상
했던 이야기를 하면 내 기분이 어떤지 알
아주기 보다는 당신 입장만 이야기하신다.

1 2 3 4 1 2 3 4

24.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실 때 내 의
견을 존중하시는 편이다. 1 2 3 4 1 2 3 4

25. 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금방 알아차리신다. 1 2 3 4 1 2 3 4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여가시간 활용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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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자신을 사랑한다. 1 2 3 4
3.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1 2 3 4
4.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1 2 3 4
5.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 1 2 3 4
6.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낸 일이 있다. 1 2 3 4
7. 생활에서 슬픈 감정을 느낀다. 1 2 3 4
8. 생활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한다. 1 2 3 4
9. 남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다. 1 2 3 4
10.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 1 2 3 4
11.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한다. 1 2 3 4
12.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 1 2 3 4
13.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4. 생활에서 만족을 느낀다. 1 2 3 4
15. 나 자신에게 만족을 느낀다. 1 2 3 4
16. 적응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17. 생활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 1 2 3 4
18. 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19. 나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1 2 3 4
20. 나 자신을 조정하기 어렵다. 1 2 3 4
21. 여가시간을 활용해 휴식을 즐긴다. 1 2 3 4
22.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1 2 3 4
23.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1 2 3 4
24. 변화에 잘 대처한다. 1 2 3 4
25.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26. 적당히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1 2 3 4
27. 생활에서 곤란을 겪는다. 1 2 3 4
28. 실패 공포나 패배감을 느낀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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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모와의 관계

1. 나와 아버지의 현재 관계는 편안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나와 어머니의 현재 관계는 편안하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설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9. 나 자신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느낀다. 1 2 3 4
30. 생활에서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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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용 설문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

설문지

(아버지용)

[연구 과제명]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

모 공감의 차이

[연구 책임자명] 윤지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

정)

이 연구는 청소년기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수행 및 안내를 맡은 연구 책임자

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소속의 윤지수(adamant@snu.ac.kr)입니다.

연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연구 책임

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

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수집되므로 참여자 개인의 식별 및 확인이 불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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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정보

1.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2. 최종 학력 : ( )

3. 나이 : 만 ( ) 세

4. 직업 : ( )

II. 검사 1

다음 문항들은 아버지께서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평소

에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해당 난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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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3. 아이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해 준다. 1 2 3 4

4. 나는 아이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
는 편이다. 1 2 3 4

5. 아이가 걱정되는 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1 2 3 4

6. 내 말 때문에 아이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자주 있
다. 1 2 3 4

7. 나에게는 아이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1 2 3 4

8. 아이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아이의 예상보
다 내가 더 심각해진 때가 있다. 1 2 3 4

9. 아이가 시험을 못 쳤다고 하면 나는 이유를 물
어보기 전에 화부터 내게 된다. 1 2 3 4

10. 아이가 신나는 일을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11. 나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아이보다 더 속상
하다. 1 2 3 4



- 59 -

12.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13.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자녀들을 자주 비교하는 
편이다. 1 2 3 4

14. 아이가 기쁠 때 나도 함께 기뻐한다. 1 2 3 4

15. 나는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1 2 3 4

16.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
다. 1 2 3 4

17. 아이가 화난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 기분
을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18. 나는 아이의 취미생활을 이해한다. 1 2 3 4

19. 아이가 기분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나는 별 느
낌이 없다. 1 2 3 4

20. 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보다 내가 더 
힘들어한다. 1 2 3 4

21.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를 때 너무 걱정 말라며 
지켜봐준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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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사 2

22.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살피는 데에 신경을 쓰
는 편이다. 1 2 3 4

23. 아이가 나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면 나
는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주기 보다는 내 입장
을 이야기하게 된다.

1 2 3 4

24. 아이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아이의 의견을 존
중하는 편이다. 1 2 3 4

25.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1 2 3 4 5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들에 직면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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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항상 다른 사람
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배려한다. 1 2 3 4 5

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떄로 나의 불쾌한 기분을 남들에게 
푼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한 적
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대화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끝까지 듣는다. 1 2 3 4 5

8. 나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한 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
람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 1 2 3 4 5

11.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며 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
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1 2 3 4 5

13. 논쟁을 할 때 나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1 2 3 4 5



- 62 -

설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4. 내가 빌린 물건은 되돌려주지 않은 적이 적
어도 한 번은 있다. 1 2 3 4 5

15. 나는 항상 건강식을 먹는다. 1 2 3 4 5

16. 나는 가끔 보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도
움을 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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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용 설문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

설문지

(어머니용)

[연구 과제명]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

감의 차이

[연구 책임자명] 윤지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이 연구는 청소년기 딸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부모

공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수행 및 안내를 맡은 연구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

육학과 소속의 윤지수(adamant@snu.ac.kr)입니다. 연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

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결과는 익명

으로 수집되므로 참여자 개인의 식별 및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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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정보

1.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의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2. 최종 학력 : ( )

3. 나이 : 만 ( ) 세

4. 직업 : ( )

II. 검사 1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께서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평소에 어

떻게 대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해당 난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2. 아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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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해 준다. 1 2 3 4

4. 나는 아이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
는 편이다. 1 2 3 4

5. 아이가 걱정되는 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1 2 3 4

6. 내 말 때문에 아이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자주 있
다. 1 2 3 4

7. 나에게는 아이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1 2 3 4

8. 아이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아이의 예상보
다 내가 더 심각해진 때가 있다. 1 2 3 4

9. 아이가 시험을 못 쳤다고 하면 나는 이유를 물
어보기 전에 화부터 내게 된다. 1 2 3 4

10. 아이가 신나는 일을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1 2 3 4

11. 나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아이보다 더 속상
하다. 1 2 3 4

12.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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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 아이와 다른 집 자녀들을 자주 비교하는 
편이다. 1 2 3 4

14. 아이가 기쁠 때 나도 함께 기뻐한다. 1 2 3 4

15. 나는 아이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1 2 3 4

16.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
다. 1 2 3 4

17. 아이가 화난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이 기분
을 잘 아는 편이다. 1 2 3 4

18. 나는 아이의 취미생활을 이해한다. 1 2 3 4

19. 아이가 기분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나는 별 느
낌이 없다. 1 2 3 4

20. 아이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보다 내가 더 
힘들어한다. 1 2 3 4

21.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를 때 너무 걱정 말라며 
지켜봐준다. 1 2 3 4

22.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살피는 데에 신경을 쓰
는 편이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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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사 2

23. 아이가 나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면 나
는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주기 보다는 내 입장
을 이야기하게 된다.

1 2 3 4

24. 아이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아이의 의견을 존
중하는 편이다. 1 2 3 4

25.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금방 
알아차리는 편이다. 1 2 3 4

문      항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1 2 3 4 5

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들에 직면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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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항상 다른 사람
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배려한다. 1 2 3 4 5

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떄로 나의 불쾌한 기분을 남들에게 
푼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한 적
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대화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끝까지 듣는다. 1 2 3 4 5

8. 나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한 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 1 2 3 4 5

11.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며 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1 2 3 4 5

13. 논쟁을 할 때 나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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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가 빌린 물건은 되돌려주지 않은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 1 2 3 4 5

15. 나는 항상 건강식을 먹는다. 1 2 3 4 5

16. 나는 가끔 보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도
움을 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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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ception Gap on Parental Empath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 Girls and the Effect of this Gap

on Daughters’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Jisoo Youn

Educational Counseli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the perception difference on parental empathy between

teenage girls and parents and this gap’s effect on girls’ subjective well-being

were explored. It is important to maintain healthy and stabl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t and it is found that daughters tend to be more

sensitive to parents’ parenting behavior than sons. Considering these,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adolescent girl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femal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their parents, 225

subjects in total. Daughter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with

Parental Empathy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Scale. After finishing the questionnaire, they brought questionnaires

for parents home and delivered them back to school. Based on the collected

data, how perception difference on parental empathy between adolescent girls

and parents affects daughters’ subjective well-being was studied. The

hierarchical analysis was used. Parents’ answers were put first for the first

model and parents’ answers and daughters’ answers were analyzed for the

second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cond

model in every case. Also, on the second model, when the effect of parents’

answers is controlled, daughters’ answ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aughters’

subjective well-being.

In the present study, the perception gap on parental empathy between

parents and daughters and this gap’s effect on daughters’ subjective well-being

were found. Through this results, it can be said that parents should consider

how their children perceive parental empath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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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both fathers and mothers were researched,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 for a follow-up study were

described.

keywords : parental empathy, perception gap,

subjective well-being,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Student Number : 2016 – 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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