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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심리  응의 계에서 

 안녕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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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영적 안녕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영적 안녕은 부적 상관관계를, 영적 안녕과 심리적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영적 안녕 

수준은 낮아지고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지각된 부부갈등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영적 안녕은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영적 안녕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 갈등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숙고를 도울 수 있는 영적 안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주요어 : 부부갈등, 심리  응,  안녕

Ⅰ.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인지 으로 더 발달하고 다양한 환경에 놓이면서 자기 자신과 세

상에 한 가치 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가치 을 만들어 가게 된다. 다양한 환경은 일종의 스

트 스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내 , 외  응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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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스트 스는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하는 개인  문

제보다,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병환, 사망, 부모의 병환, 부모의 부부싸움 등 가정 인 일을 더 

요한 사건으로 평가함으로써(신은 , 1999), 청소년이 성장기에 경험하는 스트 스는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 스와 다르게 부모에 의해 경험될 수 있다. 

Lewis, Siegel과 Lewis(1984)의 연구에서 미국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 스 사건 

가운데 부모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 스를 세 번째로 심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 경험에 한 김성경(2008)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스트 스 요인은 학업 스트 스이고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이 부모 스트 스로 

나타났다. 한편 조 란(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간의 갈등은 자녀의 학업 성취와 응 문제와 

련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련 스트 스에 한 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 즉 부부 갈등(marital conflict)이란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기 의 불

일치를 의미(Davies & Cummings, 1994)하는 것으로, 부부갈등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스트 스 

요소로 작용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약하게 싸울 때보다 심하게 싸울 때 분노, 슬픔, 걱정, 수치

심 그리고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며(박수잔, 1996), 부정  의사소통과 가정불화는 자기존 감

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Long, 1986), 자녀의 의도와 무 하게 부모의 불화 상황에 노출되는 아

이들은 스트 스를 유발하고 응 문제를 겪는다(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특히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 갈등에 끼인 기분을 더 많이 느끼

고(Buchanan, Maccoby, & Dornbush, 1996), 낮은 가족 응집성과 높은 가족갈등은 청소년의 반

사회  행동이나 비행과도 련되어(Farrington, 1998) 실질 인 응과 심리  어려움을 겪게 

된다(Grych & Fincham, 1990)고 하 다. 한 부부간의 부정  감정과 태도가 심할수록 자녀

에 한 부모의 부정 인 감정과 태도도 심해져 아동에게 부정 인 향을 주기 쉽다(Jouriles, 

Barling, & O'Leary, 1987)고 하 다. 

한편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에 한 인지맥락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에서 부부 갈등이 아동의 심리  응에 향을 미치는 과정은 실제 갈등 양상보다 아동이 부모

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심리  응에 더 직 인 련이 있다고 

하 다. Gore와 Eckenrode(1994)는 응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설명으로 스트 스 완충모

델을 제안하 다. 이것은 스트 스-보호요인- 응결과로 연결되는 인과  과정으로 스트 스가 

응결과에 직  향을 주거나 단일 요인에 의해 조 되는 것이 아니라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보호요인에 의해 조 된다는 것이다. 즉, 부부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자녀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요한 역할을 한다(Jenkins & Buccioni, 2000)는 것이다. 이러한 조 은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Kelly와 Emery(2003)는 아동의 

효과 인 처행동, 높은 자아존 감, 사회  지지와 같은 정 인 요소가 그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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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이와 같이 부정 인 향력을 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 발생 확률을 낮추는 

정 인 요소를 보호요소 혹은 보호요인(Garmezy, 1985; Rutter, 1979)이라고 한다. Kumpfer 

(1999)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에 한 탄력성 모델에서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  

탄력성 요인은 다음 5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 다. 첫째, 인지  요인으로 학업 기술, 개인 

내 인 반성  기술, 계획을 세우는 기술  창의성, 둘째, 정서  요인으로 정서  리 기술, 

유머, 자기존 감을 회복시키는 능력, 셋째,  요인으로 인생의 꿈이나 목표, 종교  신념, 자

신이나 자신의 독특성에 한 믿음, 인내, 넷째, 행동 /사회  요인으로 인 계기술, 문제해결

기술, 의사소통기술, 래에 항하는 기술, 다섯째, 신체  요인으로 좋은 건강상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기술, 신체 능력의 발달, 신체  매력 등이다. 한 Werner와 Smith(1982)는 개인의 

신념 체계를 지지해 주는 외부 지지 요인으로 학교, 직장, 교회를 제안했고, Garmezy(1994)는 

모성을 체해  수 있을만한 강력한 외부 지지 요인으로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 이나 

교회를 들고 있다. Ganje-Fling과 McCarthy(1996)는 성추행이  발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외상이 일어난 연령에서 다른 심리  발달과 같이  발달도 멈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극심한 스트 스 상황은 심리  측면 뿐 아니라 인 측면에도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다고 볼 수 있다. 황 훈(2002)은 상담을 하면서 부모에게 거 당한 내담자들

이 거 당한 자기(self)는 성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자기(self)를 형성할 수 있는 ‘실존  기반’을 

제공해  수 있다고 하 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 스와 심리사회  응의 계에 한 환경  보호요인의 

조 효과를 알아본 김성경(2008)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스트 스와 친구의 지지의 상호작용변

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일상생활 스트 스가 높더라도 친구의 지지가 높을 

경우 정서문제는 감소된다고 하 다. 이 연구에서 친구의 지지는 생활 스트 스와 심리사회  

응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성경(2008)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 스가 높은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아도, 부모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

록, 행동문제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래의 지지가 일상생활 스트 스를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이긴 하나 동시에 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정 인 측면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부모의 갈등 상황이라는 생활 스트 스에 직면했을 때 래친구의 지지

가 반드시 응에 도움을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 Walker(2000)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겪는 부정 인 향을 조 해 주는 변인으로써  지지(spiritual support)가 

부모의 지지나 래의 지지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 다. 개인의 응에 도움을  수 있는 탄력성 

요인  하나인  요인은 심리학에서 차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Walsh, 1999). 

성(spirituality)이란 존재와 인식을 포 하는 부분(Canda, 1988)이고, 개인에게 내재된 능

력으로써 재 자신의 심을 월하려는 경향과 계된다(Chandler, Holden, & Kol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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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즉 성은 개인의 정신건강, 정서  안녕과 삶의 질과 련되어 있다(Krause, 1995; 

Pargament, Koenig, & Perez, 2000)고 볼 수 있다. 이혜정(2002)은 성이란 삶의 의미를 추구

하게 하는 힘으로써 자신의 인  존재에 한 철학이며 신념이며 궁극 인 목 으로 나아가

게 하는 에 지인 동시에 역경을 넘어 끊임없이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 다. 한편  안녕이란 자와 개인 이고 역동 인 계를 설정하고 그 계 속에

서 삶의 의미와 목 을 발견, 사랑과 심을 주고받으며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온 함을 성

취하는 것이라고 하 다(Fish & Shelly, 1979).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연구에서는  

안녕의 구성 요인으로 수직  차원의 종교  안녕과 수평  차원의 실존  안녕으로 구분하

다. 수직  차원은 신과의 계로서 인간이 질병과 고통, 상실 등과 같은 삶의 기에 어떻게 

처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으로 보는지에 한 것이며, 수평  차원은 인간의 삶에 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 목 에 계되는 실존  의미로서 인간의 믿음, 가치, 생활양식, 삶의 질

을 통한 자와의 계에 한 궁극의 가치있는 경험과 자신, 이웃,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

한다(박지아, 2003에서 재인용).

겸구, 정 도, 김 환(2000)의 연구에서는  안녕이 생활 스트 스의 부정  효과를 반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경 과 겸구(2004)의 연구에서는 성이 학생의 생활 

스트 스  처방식에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녕 수 이 높을수록 

경제 문제, 가족과의 문제, 장래 문제, 가치  문제, 학업 문제, 친구와의 계에서의 스트 스 

수 이 낮았다. 이 결과에 해 서경  등(2004)은 Lazarus의 에서 성이 일차 평가와 이차 

평가 모두에 정 인 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

스 자체를 신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보거나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이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일차 평가), 스트 스 상황에서 신이 자신을 도와  수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스트 스 상황을 보다 쉽게 처할 가능성이 높다(이차 평가)는 것이다. 

Litchfield, Thomas와 Li(1997)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 증상을 더 게 나타

내고 혼  성교나 약물사용 혹은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다고 보고하 고, 

Regnerus(2001)는 종교 집단에서는 학교에서 잘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 으로 바람직한 행

동을 격려하고 정 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서경

, 정성진, 구지 (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다  안녕 수 이 높았

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종교  안녕 수 이 높았고,  안

녕은 모든 종류의 생활 스트 스와 부  상 을 보 는데 특히 실존  안녕과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이화인(2002)의 연구에서도  안녕과 정

신 건강이 정  상 을 나타냈다. 강은실(2003)은 청소년의 삶의 목 과  안녕, 자아개념, 

자아존 감은 서로 정  상 계가 있다고 하 고, 이후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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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004)에서는 청소년기의 우울은 자살 사고와 정  상 을 보 지만,  안녕은 자살 사고

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안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담 로그램을 제안

하기도 하 다. 고등학생의  안녕에 한 서경 , 김신섭, 박성연(2007)의 연구에서는 실존

 안녕은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는데, 특히 수행 불안에 한 강력한 언변

인으로 나타났고 수행 불안의 변량을 1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기능성

과 부부갈등,  안녕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채유경, 2005)에서는 

 안녕이 부부갈등과 공격성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안녕의 하  요인  종교   안녕만이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안녕

은 가족 기능성의 하  요인인 친 감이 수동  공격성에 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 혹은  안녕은 우울, 자살 사고, 불안  스트 스 

처 뿐 아니라 청소년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등 여러 변인들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외국의 연구에서도 성 혹은  안녕은 정신 건강, 정서  안녕, 삶의 질과도 

련이 있음(Koenig, 1988; Krause, 1995; Pargament, Koenig, & Perez, 2000)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성의 역할에 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부갈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매우 가까이서 할 수 있는 험 요소로 인해 실존  기반이 되

는 자기(황 훈, 2002)를 보게 되는 성 경험이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응에 어떠한 매개역할

을 하는 지에 한 실증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Gore와 Eckenrode(1994)의 스트 스 

완충 모델의 에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성은 개인의 스트 스 요인과 응 

결과를 완충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에게 심리  이 되는 가족 변인인 부

부갈등과 심리  응은 어떤 계가 있는 가와 둘째, 부부갈등과 심리  응간의 계에서 

 안녕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녕이 심리  응에 도움을  수 있다는 을 확인하고  안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 2, 3학년 304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 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조사의 목 과 내용, 



128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시 방법에 해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304명 

가운데 미회수 혹은 질문지에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6개의 자료를 제외한 288

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288명  1학년 190명(66.5%), 2학년 60명

(20.5%), 3학년 38명 (13.0%)이었고, 남학생 234명(80.1%), 여학생 54명(19.9%)이었다.

2. 연구 도구
1) 부부갈등 척도 

Grych와 Fincham(1992)이 아동의 에서 부부갈등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하기 하여 만

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 CPIC)

를 권 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총 44문항 3  척도(1 : 그 지 않다, 2 : 약

간 그 다, 3 : 그 다)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구성요인은 부부갈등의 빈도(부부갈등 

노출 정도에 한 지각), 강도(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한 지각), 해결(갈등 해결정도에 한 지

각), 내용(부부갈등의 내용과 자신과의 련성에 한 지각), 지각된 (갈등으로 인한 두려

움), 처효율성(부부갈등 상황에서의 효율 인 처능력), 자기비난(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에

게 있다고 지각)  삼각 계(부모사이에서 난처함 혹은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 등 8개이다. 

권 옥과 이정덕(1997)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구성요인으로 분류한 체계를 사용하

는데, 갈등의 특성  갈등 상황요소로 구성된 갈등 강도, 빈도, 해결은 ‘갈등의 성질 요인’으

로, 갈등에 해 자녀가 느끼는 과 처 효율성은 ‘  요인’으로, 갈등의 내용과 자기 비

난에 련된 ‘자기 비난 요인’으로 구별되어진다. 원래는 3  척도를 사용하 으나, 본 연구에

서는 각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평정하 다. 김혜정

(2005)의 부부갈등 척도(CPIC)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갈등의 성질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92,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82, 자기 비난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89, 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2) 심리  응 척도

간이 정신진단 검사지(Checklist-90-Revision: SLC-90-R)는 Derogatis(1975)에 의해 제작된 간

이정신검사를 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어로 번안한 총 9가지 차원의 정신진단검사 

목록  장연주(2003), 김성숙(2005)이 수정 보완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를 사용했

다. 정신건강 하 요인은 인 민성, 우울, 감, 불안의 네 역으로 각 역은 6문항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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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는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보통이다’ 3 ,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의 Likert식 5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어 있어 수가 높

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 민성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

는 .69, 우울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72, 감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78, 

불안 요인 내 합치도 Cronbach α는 .77, 체 척도의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3)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Paloutzio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안녕 척도를 박지아(200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

용하여  안녕 수 을 측정했다. 이 척도는 종교   안녕과 실존   안녕의 두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교   안녕은 신과의 계에서 느끼는 인 안녕이고 실

존  안녕은 인간의 삶에 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 에 을 둔 인 안녕이다. 이 

척도는 종교   안녕 문항( : ‘나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다지 큰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10개와 실존   안녕 문항( : ‘나는 

내가 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경

험이라고 믿는다’) 10개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6  Likert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안녕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아(2003)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종교   안녕이 .90, 실존   안녕이 .87, 

체 척도가 .91이 고, 본 연구에서는 종교  안녕이 .84, 실존  안녕이 .56, 체 척

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3. 자료 처리
첫째, 반 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고, 

신뢰도 검증을 해서는 Cronbach's Alpha를 구하 다. 둘째, 부부갈등, 안녕과 심리  

응 간의 계를 검토하기 해 Pearson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부부갈등과 심리  

응을 매개하는 안녕의 효과에 한 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

시하 고 연구모형의 합도와 잠재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 다. 이때 추정방법은 최  우

도법을 사용하 으며 측정변인은 각 척도의 하 요인별로 총 을 구하여 사용하 다.

각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표본 크기에 비교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

용하 다. RMSEA는  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는 .06이하(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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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영적 안녕 심리적 적응

갈등의 

설징
위협

자기

비난
전체

종교적
영적

안녕

실존적
영적

안녕

전체
대인

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 전체

부
부

갈

등

갈등의

성질
1

위협 .52** 1

자기비난 .11 .24** 1

전체 .87** .81** .46** 1

영

적

안

녕

종교적

영적안녕
-.13* -.08 .12* -.08 1

실존적
영적안녕

-.08 -.13* -.13* -.14* .22** 1

전체 -.14* -.12* .04 -.13* .89** .65** 1

심

리
적 

적

응

대인

예민성
 .23** .28** .14* .30** -.19** -.28** -.28** 1

우울  .24** .30** .16** .32** -.16** -.43** -.33** .64** 1

적대감  .27** .21** .10 .28** -.04 -.32** -.19** .49** .47** 1

불안  .17** .28** .14* .27** -.03 -.19** -.11 .63** .62** .47** 1

전체  .28** .33** .17** .35** -.13* -.37** -.27** .84** .83** .76** .84** 1

M 51.52 43.63 19.93 115.12 30.26 40.25 70.48 17.99 13.07 14.93 14.84 60.83

SD 13.34  8.84 6.22  21.49  9.51  5.78 12.16  4.29  4.11  4.67  4.61 14.40

왜도 .32 -.08  .29  -.07  .19  -.40   .33  -.25  .57  .31  .33  .11

첨도 -.17 -.03 -.14  -.22 -.39  1.05  .05  -.18  .05  -.38  -.04  -.12

*p <.05, **p <.01

<표 1> 측변수들의 상 , 평균  표 편차 (n=288)

& Bentler, 1999)일 때 좋은 합도이며, .08 이하이면 보통 합도로, .10이상이면 나쁜 합도

로 정된다.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  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합도가 좋

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 비교하는 모형이 내재된 경우에 모형비교는 합도 지수에 더해서 χ

2차이검증 결과를 고려하 다. 수집된 자료에 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5.0과 AMOS 

7.0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부부갈등과 영적 안녕, 심리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2개 측변수들 간의 상 계수와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이를 <표 1>에 제시하 다. 부부갈등과  안녕과의 련성을 살펴보면  안녕의 하 요

인  실존   안녕과는 부  상 (r=-.14,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안녕과는 유의미한 수 의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r=-.08, p>.05). 부부갈등과 심리  응과

의 련성은 간 정도의 정  상 (r=.35, p<.01)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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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TLI CFI RMSEA (90% 신뢰수준)

측정모형 70.4 24 .870 .931 .081 (.060-.104)

<표 2> 측정모형의 합도

척도 하위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ｚ 표준화계수

부부갈등

자기비난 1.00 .28

위협 4.39 1.19  3.68 .85***

갈등의 성질 4.73 1.20  3.94 .61***

영적 안녕
실존적 영적 안녕 1.00 .74

종교적 영적 안녕  .66  .26  2.56 .30*

심리적 적응

불안 1.00 .76

적대감  .81  .08  9.78 .61***

우울  .96  .07 13.09 .82***

대인예민성  .98  .08 12.82 .80***

*p <.05, **p <.01, ***p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값

실존   안녕이 낮으며, 심리  응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  안녕과 심리  

응과의 련성은 낮은 정도의 부  상 (r=-.27, p<.01)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녕이 높을수

록 심리  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측정 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측정모형을 검증하 다. 

Finch와 West(1997)는 측정변수들이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언하 는데, SPSS에서는 첨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를 가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모두 값 2를 넘지 않을 경우에 정상분포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SPSS 15.0을 이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표 1> 참조), 모

든 변수들에서 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지

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mos 7.0에서 최 우도법을 사용하여 합도를 검증

하 다. 그 결과를 <표 2>와 <표 3>, [그림 1]에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세 변인간의 계는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의 합도 한 CFI= .931, TLI= .870, RMSEA= .081

로 양호한 합도를 보여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

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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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0 8

자기비난

e3

.72

위협

e 2e1

영적안녕

. 54

실존적영적안녕

e5

.09

종교적영적안녕

e 4

심리적적응

.5 8

불안

e9

.3 7

적대감

e 8

.6 7

우울

e 7

.6 3

대인예민성

e6

-.2 3 -.55

.44

.3 7

갈등의성질

.74.6 1 .85 .28 .76.80 .8 2 .61.30

[그림 1] 측정모형

3.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  안녕, 심리  응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부부갈등과 심리  응의 

계에  안녕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 구조모형을 검증하 다. 매개모형은 

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3의 변인이 두 변인의 계를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매개모형을 나타낸다. 매개모형을 평가하기 한 차는 

Baron과 Kenny(1986), Judd와 Kenny(1981)의 차를 따랐다. 이 차에 따르면 우선 경로 a와 

경로 b가 유의미한지, 그리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한지를 모형을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홍

세희, 2000). <표 5>에 나타난 매개모형 검증결과를 보면  안녕이 부부갈등과 심리  응

간의 계를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합도는 CFI, TLI, RMSEA 지수를 고려했을 때 반 으로 

보통의 좋은 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은 이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로 매개모형의 

경로 a(β= -.23, p<.05)와 경로 b(β=-.47, p<.05)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매개모형의 각 변인간 직  효과들은 유의하 다. 구체 으로 부부갈등과  안녕과는 부

인 계에,  안녕과 심리  응과는 정 인 계에 있었다. 이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안녕 수 은 낮아짐을 의미하며, 안녕이 높을수록 심리  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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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

심리적

적응

영적

안녕

a b

c 부부

갈등

심리적

적응

영적

안녕

a b

[그림 2] 가설모형(부분매개모형)  [그림 3] 경쟁모형(완 매개모형)

△df △x² 결정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vs 

가설모형(부분매개모형)

1 7.180 기각(.05수준)

<표 4> 모형 비교를 한 x² 차이검증 결과

Model df x²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25 77.555 .993 .988 .085(.064-.107)

가설모형

(부분매개모형)
24 70.375 .994 .989 .081(.060-.104)

<표 5> 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비교 (n=288)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영적안녕← 부부갈등(a) -.120 -.227 .048 -2.48*

심리적 적응 ← 영적안녕(b) -.378 -.472 .156 -2.42*

심리적 적응 ← 부부갈등(c)  .140  .331 .036 3.87***

*** p<.001, * p<.05

<표 6>  안녕의 매개모형 경로계수

부부

갈등

심리적

적응

영적

안녕

 -.47* -.23* 

.33**

**

  [그림 4] 가설 모형에 한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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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의 매개효과는 그림 2의 a효과와 b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  안녕의 매개효

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하여 매개효과 ab에 한 Z검증을 실시하 다. Z는 아래

의 식을 통해 구해지며(Aroian, 1994), 이 식에서 SEa는 a의 표 오차를 나타낸다. Z검증에서 

ab에 한 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지만 아래의 공식은 Aroian 공식(Aroian, 

1994) 는 변형된 Sobel 공식(Baron & Kenny, 1986)이라고 한다. 

Z ab=
ab

SE 2aSE
2
b+b

2SE 2a+a
2SE 2b

<표 6>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매개효과 ab는 .108이고 SDab=.038, Zab=2.842

로 α=.05 수 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즉 부부갈등과 심리  응의 계에서  안녕이 두 변인의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이 부분매개모형과 완 매개모형 에서 어떤 모형이 더 합한지 결정하기 

해서 완 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χ2 검증을 실시하 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두 모형

의 χ2 차이 값은 7.180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이었다. df =1, α=.05수 에서 χ2의 임계치는 

3.841이므로 7.180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두 모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χ2 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면 부분매개모형을,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안

녕은 부부갈등과 심리  응간의 계에서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심리  응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 이 과

정에서  안녕이 매개 효과를 갖는 지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304명을 상으로 각 변인들의 상 계와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과  안녕간의 련성에서 부부갈등은  안녕의 하  요인인 실존  

 안녕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냈다. 종교   안녕과는 유의미한 상 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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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부부갈등과 심리  응은 유의미한 부  상 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

등의 하  요인을 세 가지로 나 었는데, 갈등의 특성  갈등 상황요소로 구성된 갈등 강도, 

빈도, 해결 등을 ‘갈등의 성질 요인’으로, 갈등에 해 자녀가 느끼는 과 처 효율성은 ‘

 요인’으로, 갈등의 내용과 자기 비난에 련된 ‘자기 비난 요인’으로 구분하 다. 세 가지 요

인 모두 심리  응과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으나 특히 ‘  요인’은 개인의 심리  응에 

좀 더 큰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요인들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와 자신이 그 상황에서 효율 으로 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를 들어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이 자녀

들의 심리  응에 매우 부정 인 향을 주고(Emery, 1982) 부모간의 블화가 자녀들에게 

요한 스트 스원으로 작용한다(Harold & Conger, 1997)는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부정  경험은 부정 인 정서인 우울, 불안을 느끼게 하고, 감이나 공격성과 련이 있

다는 Holden과 Ritchie(1991)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아동의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 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자신에 한 내용일 때 자

녀들은 부 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김소향, 1994).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  응척도의 

하  요인들이 ‘ 인 민성’, ‘우울’, ‘ 감’, ‘불안’을 재고 있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지

각하는 부부갈등은 이들의 인 계  부정 인 정서  행동상의 문제들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부갈등과 심리  응간의 계에서  안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모형

의 각 변인간 직  효과들은 유의하 는데, 구체 으로 부부갈등과 안녕과는 부 인 계

에, 안녕과 심리  응과는 정 인 계에 있었다. 이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안녕 

수 은 낮아지고,  안녕이 높을수록 심리  응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녕은 부부갈등과 심리  응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란 부부갈등이 심리  응에 직 인 향을 미치지만 이 과정에서  안녕을 매

개로 하 을 때에도 심리  응에 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부부갈등이 심리  응

에 직  향을 미칠 때 부부갈등이 심할 경우 심리  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안녕을 

통해 심리  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과 같

은 개인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험요소(Pollard, Hawkins, & Arthur, 1999; 유성경, 

홍세의, 최보윤, 2004에서 재인용)에 노출되었을 때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부정  향력을 

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 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보호요인

(Garmezy, 1985; Rutter, 1979)로서  안녕의 역할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Banks, 1980; Paloutzian & Ellison, 1982)의 구분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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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을 종교  안녕과 실존  안녕으로 나 었는데, 실존  안녕은 자신, 타인, 삶에 한 목 과 

의미 등 가치 인식에서 얻어지는 안녕을 의미하고 종교  안녕은 신( 자)과의 계성의 유

지에서 찾아지는 안녕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부부갈등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인 요인은 

실존  안녕이었다. 심각한 부부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될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 그리고 부정 인 정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제가 바로 실존  안녕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존  안녕 요인의 

문항 에는 ‘나는 내가 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살아

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 ‘나는 고민이 많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일반 으로 청소년기에 자신이 구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상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구체 으

로 보면, 이러한 실존에 한 고민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나 부모와의 계 등 외 인 변인들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면, 가족 갈등 상황 

특히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부모간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부정 인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부모간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은 유기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부모의 갈등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더 강해지고(주소희, 조성우, 2004), 청소

년기의 속한 발달 경험, 래평가의 증 , 성역할에 한 심 증 로 인해 발달 으로 자기 

체에 한 부정 인 지각과 수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는 

에서도 실존  문제를 많이 안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던 채유경(2005)의 연구에서는  안

녕의 하  요인인 종교  안녕이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이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  안녕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종교  안녕은 계가 

없었으나 실존  안녕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고, 체  안녕은 부부갈등과 심리  

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해야 하는 요한 시

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스트 스 상황에서 신( 자)과의 계성에 한 고민 뿐 아니라 실존

인 가치 의 탐색이 응에 요한 향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즉 종교의 유무를 

떠나 자기와 타인, 삶에 한 고민과 유연한 처가 청소년의 심리  응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 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해서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존재와 삶에 한 깊이 있는 성장 로그램

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녕 로그램은 일종의 자기계발 로그램의 

역할을 함으로써 험요소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응 유연한

(resilient) 청소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갈등이 우울, 공격성, 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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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외재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의 심리  갈등과 부 응에 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 가

정의 아동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한 교사 교육이 요구되며, 아동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에 해 스스로 잘 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상담 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 가

운데 청소년기의 실존  고민을 방  차원과 발달  차원에서 조력할 수 있는 상담자와 교

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부모 간 갈등에 의한 아동  청소년의 부정  향을 

이기 해서는 부모 상호간의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다루는 바람직한 방식을 습득

하게 도울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부모교육 로그램에 포함하여야 한다. 한 부모에게 

이혼보다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녀의 정서와 행동문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의 심

각성과 효과를 인식하도록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같은 외 인 험 요소들이 청소년의 인 계  정서 인 문제 등 

응에 부정 인 향을 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안녕이 부정 인 향을 완화시켜 주

는 보호요인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갈등이라는 구인에 ‘ ’이라는 변인이 미치는 향이 큰 반면, ‘자기비난’이 공헌

하는 부분은 상 으로 고, 안녕 구인에서도 종교  안녕이 실존  안녕에 비해 상

으로 요인부하량이 어 각 구인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가 각 구인간

의 향을 주는 패턴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 에서 매개효과를 보았으나, 안녕의 하 요소 

가운데 종교  안녕이 공격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채유경(2005)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하 변인에 한 보다 구체 인 향력 등은 다른 표본을 통해 확인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청소년이 지각한 것으로 하 는데, 이는 청소년의 주 인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부부갈등에 한 부부의 보고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부부갈등에 한 지각을 다방면으로 확 하여 청소년의 보고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고

까지 고려하여 이 둘의 차이   계를 밝히고, 부부갈등에 한 다양한 지각을 종합하여 부

부갈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경기

도의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1, 2, 3학년만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청소년 체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를 가진 청소년과 그 지 않은 청소년들이 차이를 보

이는 지와 성별의 차이가 있는 지에 해 살펴보지 못한 이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여 종교의 유무와 성별에 따라  안녕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

지는 지 살펴 야 할 것이다. 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조 하고 

매개하는 변인들에 한 종합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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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1)Jee-Yon Lee*⋅Young-Hye Kim**

This paper examines how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 state of their adolescent child’s 

spiritual well-being both influence their child’s psychological adjustment. To this end, 288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region were polled. Analysis of that poll data led to two of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ir adolescent child’s spiritual 

well-being exhibit an inversely proportional relationship whereas such child’s spiritual 

well-being and his or her psychological adjustment show a proportional relationship. That is, 

an adolescent whose parents have more severe marital conflict experiences spiritual well-being 

that is less secure, while an adolescent who has more secure sense of spiritual well-being goes 

through his or her psychological adjustment with more ease. Second, partially-mediating scheme 

was selected in this study after probing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an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which was influenced by his or her parents’ marital 

conflict of which he or she was aware. In other words, spiritual well-being partially mediates 

marital conflict as well a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piritual well-being arguably functions 

as a protecting factor that helps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n adolescent who is suffering 

stress caused by his or her parents’ marital conflict. Consequent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develop a program where spiritual well-being is promoted for adolescents who are disturbed 

by family-induced psychological adjustment such as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hostility, or in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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