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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및 공동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대인관계 

능력 척도, 부모화 척도, 수치심 경향성 척도, 그리고 공동의존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31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Hayes(2012)의 PROCESS로 순차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를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 수치심 

경향성과 공동의존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삼중매개효과도 유의미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초점화된 사례개념화와 개입 전략에 대한 함의

를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부부갈등, 대인관계 능력,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Ⅰ. 서론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가 학업, 진

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5). 또 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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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사원 조기퇴사자 중 19%는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2016). 양적 연구 결과에서도 대학생들은 삶의 의미의 원

천으로 친구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였다(정영숙, 조설애, 2013).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는 대학생 등 초기 성인들의 삶에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인데,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구축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주, 2012; Destin &

Oyserman, 2010). 보다 최근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

하였다(김이삭, 2017). 따라서 대학상담에서도 진로 및 취업 주제 못지않게 대인관계 능력에 대

한 평가와 이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대인관계는 인간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근원이자 개인의 삶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부여하는데,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

는 기술이 필요하다(김은주, 2012; Rubin, Booth, Rose-Krasnor, & Mills, 1995). 따라서 한 개인

의 대인관계에서는 처음관계 맺기, 권리주장, 정서적지지, 자기노출(자기개방), 대인갈등 다루기 

등(김창대, 김수임, 1999;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

다. 이러한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에서 가족의 영향은 큰데, 가족은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최초의 

장으로서 자녀는 상호역동적인 부모간의 관계를 지켜보고 모방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기른

다. 또한 부모관계로부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상호작용 패턴을 만

들어가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조안나, 2008).

특히, 부부갈등은 자녀의 대인관계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연

구되어 왔다(김용현, 2012; 김윤희, 2001; 김지니, 2011; 손혜미, 2007; 유준호, 2012; Buehler,

Lange, & Franck, 2007). 부부관계는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다양한 갈등이 발

생할 수 있는데, 자녀가 정서적, 행동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이러한 부부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보면(김영혜, 2009; Emery, 1982) 부부갈등은 더 이상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원 중 하나인 부모의 부부갈등은 갈등 상황이

라는 그 자체보다 자녀가 지각한 주관적인 느낌, 또는 해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안나, 2009; Furman & Buhrmester, 1985). 부모의 부부갈

등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손혜미, 2007; 유미숙, 2006; 조은영, 2004; Bowlby, 1973; Jurkovic, 1997), 이에 따라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곽욱환, 손진욱, 한규희, 박철수, 김장락, 김붕년, 김봉

조, 강여화, 하형래, 2003; 김성회, 이성희, 2009; 이경우, 1999). 부부갈등은 어린 아동 및 청소년

의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의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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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늦은 만큼 부부갈등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쳐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였다(김용현, 2012; 배미향, 조영아, 2014; 조아라, 2014;

조안나; 2009).

한편, 부모가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를 갈등 상황에 개입시키면서 부모

와 자녀는 삼각화를 이루게 되는데(손혜미, 2007; 조은영,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큰 경

우 역삼각형의 가족구도가 깨지면서 자녀는 한쪽 부모와 지나치게 밀착되고(유미숙, 2006) 자녀

가 부모의 역할을 맡는 이른바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 즉 부모화를 경험하게 된다(Jurkovic,

1997). 부모화된 자녀는 피상적으로 보면 남을 잘 위로하고 공감능력이 뛰어나 보이기도 하지만

(강선모, 2015), 실제로는 관계상에서 불공평감을 잘 느끼고 자신의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며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Levine, 2009).

이러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자녀는 이후 성인기에도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강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Bowlby, 1973). 또한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 속에서 정작 자신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부모화된 자녀는 겉보기엔 성숙한 모습으로 타

인을 배려하고 잘 보살피는 긍정적인 측면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울, 수치심 

경향성, 피학적 성격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박현정, 2009; Byng-hall, 2002;

Wells & Jones, 2000).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아동기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

고 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전환기에 나타난다(Teyber, 2006).

또한 부모화될수록 대인관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

신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

이 높았다(박현정, 2009; 조은영, 정태연, 2004;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이는 성격

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화 경험의 하위유형인 불공평인 경우 내재적 자기애성 성격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데(강지희, 2008), 특히 수치심 경향성, 피학적인 자기애성 성격 등과 관련성이 높았다

(Wells & Jone, 2000). 또한 부모화된 자녀는 성인기에도 자주 불안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게 부

여된 주변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스스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Chase,

1999). 그러나 부모화의 모습이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로 부모화의 일부 측면이 권

장되어 적응적인 부모화와 부적응적인 부모화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

다(김지민, 현명호, 2014). 이를 반영하듯 연구 결과도 부모화의 하위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능력

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부모화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윤리적 불공평

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는(마수영, 2009; 문비, 2006; Kerig, Swanson, 2010) 부적인 영

향을 미치거나 혹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화를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으로 분류

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는(강선모, 2014; 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부모화 불공평은 심리적 고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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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 돌봄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Kuperminc, Jurkovic, Casey, 2009).

따라서 부모화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개변인들이 작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은 특정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심의 정서를 얼

마나 경험하기 쉬운가를 나타내는 정서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Tangney, 1992). 자녀의 요

구에 부모가 잘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무가치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애적인 취약성과 수

치심에 대한 민감성을 발전시키는데(한혜림, 2003), 특히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부모의 갈등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비난을 할 경우 

자신을 무력하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등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박현정, 2009).

이것이 반복될 경우 수치심 경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Gabbard, 2016),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강선모, 2014; Lewis, 1992)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화는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 형성에 영향을 미쳐(Cleary, 1992; Well & Jones, 2000)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이 높았다(공인원, 홍혜영, 2015; 박현정, 2009; 신주연,

2003; 전소연, 2009; Wells, Glickauf-Hughers & Jones, 1999). 따라서 부모의 부부 갈등이 대인관

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수치심 경향성이 부모화가 병리적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하였고

(이기학, 신주연, 2003),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완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였다(박현정, 2009). 이는 부모화가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

성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되어 이를 심각하게 지각한 자녀들은 공동의존적인 모습을 보

이는데, 공동의존(Co-dependency)이란 심리내적으로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욕구를 가지며 자신

보다 타인의 기준에 삶의 가치를 맞추어 살아가는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특성이다(Smalley,

1986). 특히 문제가 있는 타인들을 돌보는 역할에 자신의 정체감을 두면서 자기파괴적인 대인관

계를 맺는다(신주연, 2003). 즉, 대인관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보다 외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다루는 적당한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얽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O'Gordman, 1993). 문제가 있는 타인과 그런 타인의 

문제에 자신이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태도를 서로가 강화시켜 줌으로써 역기능적인 의존을 하게 

되고(김성회, 이성희, 2009; Hart, 1997), 공허감, 자존감 저하, 수치심, 공포, 분노, 혼동, 무감각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곽욱환 등, 2003). 이로써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대인관계 전반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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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을 수 있다(이경우, 1999).

이러한 공동의존은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과다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후

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의 욕구와 감정 표현을 줄인다(곽욱환 등,

2003; O’Gordman, 1993). 따라서 부부 갈등이라는 가정 내 스트레스 원이 공동의존이라는 대인

관계에서의 역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공동의존에 부모

화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신주연, 2003; Wells, Glikauf-Hughes,

Jones, 1999), 부모화된 자녀가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자기를 희생하면서까

지 부모의 필요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화는 타인-지향적, 과순응적으로 묘사되는 공동의

존을 초래할 것이다(신주연, 2003; Olson & Gariti, 1993). 또한 공동의존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현적 혹은 외현적 상태

로(Subby, 1984) 내면화된 수치심의 결과이기도 한데(Whitfield, 1987), 내면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집착하거나 중독된 상태처럼 보이는 공동의존은(고병인, 2004) 수

치심 경향성이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공동

의존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공동의존의 선행변인으로써 부모화 혹

은 수치심 경향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등 개인의 다양한 내적 특성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이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각각을 매개로 대인

관계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부갈등이 부모화->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경로, 부모화->공동의존의 경로, 부부갈등->수치심 경향성 경로, 부부갈등

->공동의존 경로를 통해서도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에 대한 탐색은 대학생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개입에서 어떠한 변인, 어떠

한 경로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개입의 초점화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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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문제

1.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

향성 및 공동의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Ⅲ.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북 K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35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3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응답자 중 남자가 145명(46.8%), 여자가 165명(53.2%)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108명(34%)

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75명(24.2%), 1학년이 72명(23.2%), 3학년이 55명(17.7%)이었다. 형제 

수는 2명이 214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명 이상이 60명(19.4%), 외동이 36명

(11.6%)이었다. 출생 순위는 첫 째가 140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막내가 109명(35.2%), 외동

이 36명(11.6%), 가운데가 25명(8.1%)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이 274명(88.4%)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이 23명(7.4%), 사별이 10명(3.2%), 별거가 3명(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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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모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은 Grych(1992)가 개발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했다. 부부갈

등 척도(CPIC)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의 하위요인

은 빈도, 강도, 해결, 내용,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 척도 전체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

타났다.

2)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 검사(ICQ; Interpersonal

Competency Questionnaire)로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척도 중 질문 내용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38문항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정서적 지지, 자기노출, 대인갈등 다루기의 5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고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 전체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부모화

부모화는 Sessions과 Jurkovic(1986)이 개발한 PQ(Parentification Questionnarie)를 바탕으로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부모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과거의 부모화와 현재의 부모화를 측정하는 문항이 각각 30

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 윤리적 불공평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각 하위 요인당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의 부모

화 경험을 보고자 하므로 현재의 부모화를 제외한 과거의 부모화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측정한 내적합치도는(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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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심 경향성

수치심 경향성은 심종온(1999)이 번안한 개인 느낌 질문지(PFQ-2: 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를 사용하였다. PFQ-2(Harder & Zelma, 1990)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

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FQ(Harder & Lewis, 1987)를 수정·보안한 

것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죄책

감 경향성 문항 중 심종온(1999)이 요인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으로 묶인 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치심 경향성 문항에는 ‘당혹감’, ‘우스꽝스러운 느낌’, ‘혐오스러운 느

낌’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다.

5) 공동의존

공동의존은 김성회와 이성희(2009)가 개발한 종속의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동의존 성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자존감, 관계와 감정 

표현, 책임감과 강박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본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대인관계와 감정표현에서의 어려움, 과도한 책임감 및 강박적 행동 경

향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회, 이성희, 2009).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

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성과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의 부부 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2)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통해 순차

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Hayes(2012)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

는 작은 표본의 샘플인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매개․조절 변인들을 연결시킨 모형

을 검증할 수 있고 공변수의 통제 역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Hayes, 2012).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은 연속적인 연결로 매개변인들이 연결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매개변인인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을 연결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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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셋째,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에서 경로모형 검증과 함께 시행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반복 표본 추출하는 방법으로 n개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표본

을 가상의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구간 등을 구할 수 있다. 이 기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회귀 분석의 가정들이 충족되지 못하여 모수 추정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최소자승

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측정하였으

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규분포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동의존과 수치심 경향성(r=.62, p<.01),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화(r=.61, p<.01), 수치심 경향성과 부모화(r=.43, p<.01), 수치심 경향성과 

부모의 부부갈등(r=.41, p<.01), 공동의존과 부모화(r=.30, p<.01)는 모두 정적관계로 나타났다. 반

면에, 공동의존과 대인관계 능력(r=-.35, p<.01), 수치심 경향성과 대인관계 능력(r=-.34, p<.01),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r=-.19, p<.01)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부모화와 대인관계 능

력(r=-.09, p<.05)은 유의미하지만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치(N=310)

변인 M 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부모의 부부갈등 2.06 .52 1.00 3.38 .16 -.72

부모화 2.49 .56 1.30 4.20 .53 .19

수치심 경향성 2.17 .81 1.00 4.73 .63 -.16

공동의존 2.83 .44 1.40 4.11 -.16 .34

대인관계 능력 3.53 .46 2.21 4.79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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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N=310)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대인관계 능력

1 1

2 .61** 1

3 .42** .43** 1

4 .41** .30** .62** 1

5 -.19** -.09* -.34** -.35** 1

1. 부모의 부부갈등 2. 부모화 3. 수치심 경향성  4. 공동의존  5. 대인관계 능력    *p<.05,  **p<.01

2.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Hayes(2012)가 제안한 절차대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모의 부부 갈등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β=-.22,

t=-3.92, p<.000) 설명력은 64%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낮았다. 다음으로 부모화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β=.62,

t=13.40, p<.000)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녀가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화

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화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13.05, p<.000)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등(β=.23,

t=3.44, p<.01)과 부모화(β=.29, t=4.52, p<.000)의 영향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녀가 높게 지각하고, 부모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치심 경향성이 높았다.

한편, 공동의존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으며(F=28.37, p<.000)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치

는 부모의 부부갈등(β=.25, t=4.38, p<.000)과 수치심 경향성(β=.56, t=11.29, p<.000)은 정적으

로 유의미한 반면, 부모화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녀가 높게 지

각하고, 수치심 경향성이 높으면 공동의존도 높아지지만, 부부갈등에서 부모화 경로를 통한 공

동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7.83, p<.000)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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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능력에 미치는 부모화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β=.14, t=2.00, p<.05), 수치심 경

향성(β=-.25, t=-3.47, p<.01)과 공동의존(β=-.21, t=-3.01, p<.05)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부모의 부부갈등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 능력이 낮은 반면, 부모의 부부갈등은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매개효과 검증(N=310)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β t

95% 신뢰구간
F R²

하한값 상한값

대인

관계

능력

부부

갈등
-.20 .05 -.22  -3.92*** -.05  .16  3.44*** .64

부모화
부부

갈등
.66 .05  .62  13.40***  .57   .76   32.17*** .39 

수치심

경향성

부부

갈등
.35 .10  .23  3.44**  .15   .55   

13.05*** .23 

부모화 .43 .09 .29 4.52*** .24 .61 

공동

의존

부부

갈등
.22 .05 .25 4.38*** .12 .31 

28.37*** .43 부모화 -.07 .05 -.09 -1.58 -.16 .02 

수치심

경향성
.31 .03 .56 11.29*** .25 .36 

대인

관계

능력

부부

갈등
-.11 .06 -.12 -1.72 -.23 .02 

7.83*** .19 

부모화 .11 .06 .14 2.00* .00 .22 

수치심

경향성
-.14 .04 -.25 -3.47** -.22 -.06 

공동

의존
-.21 .07 -.21 -3.01* -.35 -.07 

***p<.000,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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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매개모형

***p<.000, **p<.001 ,*p<.05, C: 전체효과, C': 직접효과

3.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간접효과 검증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이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부모의 부부갈등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을 거쳐 대인관계 능력으로 가는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갈등에서 부모화와 수치

심 경향성을 거쳐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수치심 경향성을 거

쳐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수치심 경향성과 공동의존을 거쳐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부모의 부부갈등이 공동의존을 거쳐 대인관계 능

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화를 거쳐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화와 공동의존을 거쳐 대인관계 능력에 미

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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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간접 효과 검증 결과 (N=310)

준거

변인

효과경로

(유의한 경로에 굵게 표시함)
B β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대인

관계 

능력

모든 간접 효과에 대한 효과 -.09 -.10 .04 -.18 -.01 

1. 부부 갈등→부모화→대인관계 능력 .08 .03 .04 .01 .15 

2. 부부갈등→ 부모화→수치심 경향성

  →대인관계 능력
-.04 -.07 .02 -.08 -.02 

3. 부부갈등 →부모화→공동의존

  →대인관계 능력
.01 -.02 .01 .00 .03 

4. 부부갈등→부모화→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대인관계 능력
-.02 -.02 .01 -.04 -.01 

5. 부부갈등→수치심 경향성→대인관계

   능력
-.05 -.14 .02 -.10 -.02 

6. 부부갈등→수치심 경향성→공동의존

   → 대인관계 능력
-.02 -.05 .01 -.05 -.01 

7. 부부갈등→공동의존→대인관계 능력 -.05 -.14 .02 -.09 -.0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북 K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을 

매개변인으로 해서 대인관계 능력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

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이들 변인들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김윤희, 2001; Emery, 1982),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과 같은 매개변인의 탐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화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대인관계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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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

화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윤리적 불공평으로 분류할 경우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김경미, 이하나, 정주리, 정현주, 이기학, 2006; 마수영, 2009; 문비, 2006; Jurkovic, Jessee, &

Goglia, 1991; Kerig & Swanson, 2010; Minuchin & Fishman, 1981) 부모화를 부모화 돌봄, 부모

화 불공평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강선모, 2014; 강선

모, 2015; Hooper, Marotta, & Lanthier, 2008; 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이는 부모화 개념의 복합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모화, 특히 하위요인 구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 부모화에서 대인관계 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아닌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한 경로와 수치심 경향성과 공동의존을 순차적으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경로에서는 

부모화의 부적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부모화는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셋째, 수치심 경향성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연구(Tangney, Wagner, & Gramzow, 1989, 1992)와 수

치심 경향성이 공격적 반응, 비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과 같은 대인행동과 상관이 있

다고 밝힌 연구(Lopez, Gover, Leskela, Sauer, Schirmer, & Mattews, Angulo, 198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주호소하는 대학생의 경우 수치심 경향성에 대한 평

가와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상담 장면에서 수치심 경향성에 초점화된 사례개념화와 

개입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의존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를 매개하여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의존이 대인관계에 역기능적으로 과도한 몰입을 보이며 

Herrick(1992), 과잉 책임감과 조종의 욕구를 보임으로써(이경우, 1999; Norwood, 1985) 대인관

계 능력이 손상될 수 있을 반복검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심리적 기제에서 원변인으로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녀가 심각하게 지

각할수록 자녀가 타인의 문제에 강박적으로 개입하려는 등 공동의존이 높게 나타나며 결과적으

로 자녀들의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와 수치심 경향성의 이중매개효과

가 검증된 것이다. 그러나 부모화가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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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부모화와 대인관계 능력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하여 살펴 본 

결과에서는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된 자녀가 초기 성인기에 정서적, 행동

적 특징으로 낮은 자존감, 수치심의 문제를 겪게 되는데(문비, 2006; Jurkovic, 1997), 부모화가 

수치심 경향성 수준을 높이고 이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하였듯이 부모화는 전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화된 자녀

의 수치심 경향성을 초래해 대인관계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여섯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공동의존이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대인

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공동의존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부모

의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수치심 경향성 수준이 높아지고, 수치심에 기반한 

거짓자기의 발달이 공동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Whitfield, 1987)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일곱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공동의존의 이중매개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화와 공동의존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

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부모화 경험의 심각성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돌

봄의 지속성과 정도, 책임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와 적응적 부모화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았

을 때(문비, 2006; Jurkovic, 1997), 응답자들의 부모화 정도가 파괴적 부모화 수준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부모화가 공동의존이라는 대인관계에서의 역기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력은 적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화가 수치심 경향성을 통해서 순차적

으로 공동의존에 영향을 미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화가 대인관계 능력에 긍

정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와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

동의존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 수치심 경향성, 공동의존

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삼중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부부갈등을 자녀가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자녀가 부모화될 가능성이 높았고(조은영, 2004; Jurkovic, Thirkeid, &

Morrell, 2001; Lamorey, 1999), 그러한 부모화 경험은 자녀의 수치심 경향성에 영향을 미쳤다(문

비, 2006; 신주연, 2003; Wells, & Jones, 1999). 또한 이러한 수치심 경향성은 공동의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신주연, 2003; Whitfield, 1987),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곽욱환 등, 2003; Herrick, 1992; Norwood, 1985)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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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미한 결과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련성뿐 아니라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변인과 근접변인을 구별하고 이들 간

의 순차적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순차적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개입을 단계

화하거나 체계화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알콜리즘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받았지만,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특성으로서의 공동

의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의존에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

인 수치심 경향성과 부모화, 부모의 부부갈등이 순차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된 만큼 이후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공동의존의 영향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화에 제한이 있

을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를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와 윤리적 불공평 등의 하위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

으로 검증하였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위 요인의 구성에 따라 부모화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화를 다각적으로 평가

하고 각각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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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 on Undergraduate’s

Interpersonal Competency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1)

Lee, Ja-Yeon*

Jang, Jin-Y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marital conflict,

interpersonal competency,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on

undergraduate. For this study, 350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were surveyed by the scales of marital conflict, interpersonal ability,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and data from 310 students analyz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Hayes' PROCESS program. The result of study showed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ir children’s interpersonal competency. Furthermore,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was significant and there

was sequentially triple meditation effect among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and

co-dependenc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n the case

conceptualization and intervention strategy with the focus on interpersonal competency of

undergraduat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parents’ marital conflict, interpersonal competency, parentification, shame-proneness,

co-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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