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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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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버지의 우울(4차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1차년도)은 아버지의
우울(4차년도)과 어머니의 우울(4차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버지의 부부갈등(1차
년도)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7차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4차년
도)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7차년도)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7차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부부갈등(1차년도)은 어머니의 우울(4차년도)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7차년도)과 외현화 문제행동(7차년도) 모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아버지의 부부
갈등(1차년도)은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학령
기 이전의 자녀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부부갈등, 우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E-mail : duckprincess77@hanmail.net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E-mail : shil706@hanmail.net
***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enjoy@chungbuk.ac.kr

- 135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5권 제1호

Ⅰ. 서

론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걱정과
궁금증을 흔히 갖게 된다. 과거에 비해 자녀수는 줄고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은 늘어났지만, 그
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 많은 부모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야 할지 막막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소아정
신과나 각종 심리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심리평가나 심리치료를 받는 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신체나 인지, 사회성, 도덕성, 그리고 정서 등 전반적 발달 영역에서 나타

․

․

나는 부적절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이다(고인숙 이정숙, 2008; 이찬숙 김경윤, 2008). 아동의 문
제행동을 세분화하면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내재화 문
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서적 문제행동
을 의미하며, 우울, 불안, 외로움, 신체화 증상 및 위축 등을 포함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반대
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행동적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주의
집중의 어려움, 충동성, 공격성, 비행 등을 포함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달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

․

치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더 어린시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현령

류수민, 2015).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가장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특히 부모는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
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 요인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김미정 김영희, 2011).
아동기 자녀가 적응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Thomas와 Chess(1977)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조화의 적합성(good-of-fit)'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아동의 발달요
인이나 기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발달시킬 수 있
는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능력 요인들 역시 요구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불
안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갈등이다(이영애, 2015).
부부갈등은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부갈등
에 노출되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본래 부부갈등이란 부부 상호관계에서 상충되는 목표나 부족한
자원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의 불일치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주고받는 관찰 가
능한 부정적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Coleman, 1984). 여기에는 언쟁뿐만 아니라
신체적 싸움이나 가출 등의 행동책략이 포함된다(Strau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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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의 경험은 정서 및 인지적 스트레스로 부부의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심리적 요인 중 특히 우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사라
형선, 2010; 도현심 등, 2012; 이슬기, 2015; 이형민, 2015; Choi & Marks, 2008; Whisman, 2001).
Kerig, Cowan과 Cowan(1993)은 부부갈등이 부부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해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므
로 부부갈등은 우울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은 단순히 자신들의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특히 아동은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대상이다(조영란, 1993; Davies &
Cummings, 1994).
유아기에서 초기아동기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elsky & Rovine, 1990), 부부갈등을 관찰한 아동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적응문제의 발생
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ummings & Klaczynski, 1989).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
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변영인, 1995; 이경희, 2003; 이
민식, 1999; 임수진, 2004; Emery & O'Leary, 1982; Grych & Fincham, 1990; Hetherington, Cox & Cox,
1982).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증, 위축 등의
문제행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권영옥, 1998; Holden & Ritchie, 1991; Johnston, Gonzaies, &
Campbell, 1987), 아동의 품행장애, 비행,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관계가 있다(박수잔,
1997; 변영인, 1995; Emery & O'Leary, 1984; Harold, Fincham, Osbom, & Conger, 1997; Hetheringtion,
Cox, & Cox, 1982).
특히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화목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를 보
일 가능성이 2~5배 더 높다는 결과(Richman, Stevenson, & Graham, 1982; Rutter, et. al., 1975)는 부
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욱이 생후 6개월
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짜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Cummings, et. al., 1991; Cummings, et. al., 1981). 부부갈
등은 아동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적응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발생률이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증상이나 표현이 유아기처럼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아 문제의 발견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에 문제가 심화되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
다. 이런 점에서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

․

다(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부모에게는 심각한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요소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황복선, 2009). 더욱이 최근의 사
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부부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많은 가족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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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아동
연구 분야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존재로 자라는 아동기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Barber, 1994; Davies, Dumenci, & Windle, 1999).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
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부적응을

․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문현숙 문영경, 2009; Bowlby, 1982).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우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Elgar, et. al., 2007;
Renk, et. al., 2007). 부모가 우울한 경우 아동은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충동성,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곽소현, 2005).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우울이 아동에게 수동
성,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된 장애를 유발하고, 행동화와 공격성, 충동성 등의 외현화된 문제행
동을 유발하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1994; Garber & Martin, 2002; Olfson,
et. al., 2003).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 생활의 만족감이 감소하고 무기력해 아동을 방임하게 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아진다

․

고 보고되고 있다(윤혜미 최문정, 2006). 허기순(2004)은 아동의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행동은 가족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하였다(김연, 2007). 도현심 등(2012)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에게 거부적이
고 덜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Kim-Cohen, Moffitt, Taylor, Pawlby, & Caspi, 2005; Turney, 2012).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선

․

미 김영희, 2015; 송하나, 설희정, 2015).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높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높은 우울 수준 역
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Wilson & Durbin, 2010). 김미정(2010)은 아
버지가 우울한 경우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되며,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

다고 하였다(김미정 김영희, 2011; 여종일, 2015).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이 모두 아동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지만(Kane & Garber, 2004),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아동
의 문제행동을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archand &
Hock, 2003).
Malouff 등(2014)은 메타분석으로 최근 남녀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Knee 등(2005)도 남성은 일 중심으로 사회화 되었으며 여
성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경향을 갖는다고 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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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2016).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이나 우울이 아동에게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한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나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들은 한 시점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어린 시기부터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을 받아 축적되어 온 것으로 한 시점의 자료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즉 기존의 접근은 변인 간 인과관계를 반영한 분석
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부, 모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돕고 부부갈등을 개선
하여 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바람직한 가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아동상담 및 치
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및 아동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의 이론적 경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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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분석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층화단계 표본 추출법에 기초하여 수집한 한국아동패
널(PSKC) 1차년도(2008년)에서 7차년도(2014년)까지의 자료 중 1차(2008), 4차(2011), 7차(2014) 자료
에서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이었으며, 한국
아동패널은 이들의 양육과 성장,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연구 자료이다(김은설 등,
2012; 최효식 등, 2016). 결측치를 완전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83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
다.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계수를,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관계를 구하였고,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법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Fighting for
your marriage)를 사용했으며, 1차년도(200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부갈등은 총 8문항으로, 부부
갈등의 방식, 내 생각이나 기분에 대한 상대의 비난, 부정성, 무시 경향,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
나 외로움, 갈등 뒤 표현되는 회피 경향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은 아버지 α=.88,
어머니 α=.90이었다.
2) 우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를 사용했으며, 4차년도(201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울은 총 6문항으로, 자신이 느끼는
불안, 무기력, 슬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의 1점에서 ‘항상 느낌’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
점이며, 합산점수를 사용하여 정상수준(6~13점),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14~18점), 중도
(severe) 우울(19~30점)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은 아버지 α
=.93, 어머니 α=.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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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아동행동평
가척도(Child Behavior Chechlist for Ages 1.5-5)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
였다. 아동행동평가척도는 7차년도(2014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자료를 활용하
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반응성(문항), 불안/우울(문항), 신체증상(문항), 위축(문항)의 4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항), 공격행동(문항)의 2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와 Rescorla(2000) 및 오경자와 김영아(2009)의 권장
에 따라 원점수를 사용하였다(최효식 등, 2016).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은 정서
반응성 α=.74, 불안/우울 α=.71, 신체증상 α=.53, 위축 α=.65, 주의집중 α=.62, 공격행동 α=.87
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2014년 7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아동 성별은 남아 425명(51.1%), 여아 407명(48.9%)으로 성별의 분포는 비슷하
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만 39.26세(SD=3.97), 어머니의 연령은 만 36.80세(SD=3.66), 아동
의 평균 월령은 75.09개월(SD=1.39)이었다. 그 밖에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1차년도(2008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 4차년도(2011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7차년도(2014년)의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다. 분석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25에서 .86사이였고, 첨도는 -.51에서 1.0사이로 확인되었다.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
을 초과하면 정상분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Kline,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
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1 미만이므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은 부모의 우울, 아동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대체로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
니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대체로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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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변인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06에서 .73으로 나타났고, 변인들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
로 나타났다. VIF 계수를 살펴본 결과, 1.94에서 2.88로 나타나 절대값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
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패널 7차 2014년 기준)
변인

분류

빈도(%)

아동 성별

남아
여아

425(51.1)
407(48.9)

평균연령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17(26.1)
173(20.8)
442(53.1)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21(26.6)
238(28.6)
372(44.8)

아버지 직업

무직 및 무응답
전문가 및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492(59.2)
162(19.4)
85(10.2)
23(2.8)
39(4.7)
0(0.0)
10(1.2)
21(2.5)

어머니 직업

무직 및 무응답
전문가 및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기능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75(8.9)
201(24.2)
201(24.2)
46(5.5)
67(8.1)
11(1.3)
208(25.0)
23(2.8)

(N=832)

만 39.26세(SD=3.97)
만 36.80세(SD=3.66)
월령 75.09개월(SD=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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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➀

아버지
➁ 어머니

부모의 부부갈등

➀

부모의 우울

➂

아동의 문제행동

➄

아버지
➃ 어머니
내재화
➅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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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➃

➄

➅

1
.60**

1

.25**

.22**

**

.22

**

.34

.36**

1

.06

.10**

.14**

.25**

**

**

**

**

1

1

.14

.14

.16

.22

.73**

1

M

1.86

1.96

1.86

1.95

46.84

45.62

SD

.67

.75

.68

.72

9.83

9.37

.70

.86

.75

.60

.29

.25

.25

.46

1.00

.20

-.23

-.51

왜도
첨도
*

➁

(N=832)

***

p<.001

3. 주요 변인 간 적합도 분석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에 근접했지만, 모든 경로를 충족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 모형의 적합
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부분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
다.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 판단은 표본 크기에 민감한 χ² 보다는 해석 기준으로 권장되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인 모형 적합성 판단 기준은 χ²의 유의확률 >.05, TLI
>.90, CFI >.90, RMSEA <.05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정된 연구모형은 χ² =87.43
(p>.05, df=7), P=.00, TLI=1.00, CFI=1.00으로 χ²값의 유의확률이 p>.05이상이고, TLI, CFI는 모
두 .09이상이며, RMSEA=.0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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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²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587.57

1

.00

1.00

1.00

.84

수정모형

87.43

7

.00

1.00

1.00

.00

3. 주요 변인 간 관계
부모의 부부갈등(2008년, 1차년도), 부모의 우울(2011년, 4차년도),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2014년, 7차년도) 간 관계에 대한 경로는 종단 부분 매개모형 가설로 설정하여 효과 검증

․

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형의 직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methods’를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 매개모형은 자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6개의 직접 경
로와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2개
의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6개의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으로 6개의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χ² 차이검증을 실시하
여 수정모형의 적합도가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β=.17)에,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버
지의 우울(β=.12)과 어머니의 우울(β=.3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
지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이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버지
의 우울과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우
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β=.09)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β=.25)과 외현화 문제행동(β=.20)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
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우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methods’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서 아동의 내재화(β=.09) 및 외현화(β=.07)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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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부갈
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고, 높아진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수는 표준화 된 계수임
*p<.05, **p<.01, ***p<.001

[그림 2]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수정모형)
<표 4>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인
아버지

부모의
부부갈등
어머니

부모의
우울

어머니

직접효과

→ 아버지의 우울
→ 자녀의 외현화
→ 아버지의 우울
→ 어머니의 우울
→ 자녀의 내재화
→ 자녀의 외현화
→ 자녀의 내재화
→ 자녀의 외현화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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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
(유의수준)

총효과

.17

.17

.09

.09

.12

.12

.34

.34
.09(.00)

.09

.07(.00)

.07

.25

.25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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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론적 모델을 통해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
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살펴보아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
식을 돕고 부부갈등을 개선하여 부모의 심리적 건강과 바람직한 가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아동상담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첫째,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우울과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버지의 부부갈
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학령기 이전의 자녀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이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을
수록 아버지의 우울과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전 시점의 부부갈등이 이후 시점의 우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은모 등(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어머니
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우울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 갈등에서 남녀의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한 김유선(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갈등 뒤에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관계 회복에 몰입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행동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상대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
고 효과적이지 못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탓하는 행동적 표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
대 파트너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관계에서
의 갈등 자체가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문
제 상황을 직면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대처 및 예방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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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부부갈등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정문자와 전연진(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부갈등이 모델링과 같은 기제를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ummings 등(2001)의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공격 행동에 대한 관찰은 또래 관
계에서 충동성, 공격성 등의 모방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갈등 상황에서 공격성을 더 행동적으로
표현하면서 자녀가 모델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관찰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행동문제
에 개입하기에 앞서 부부 관계가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 상담 프로그
램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부부간 친밀감 형성을 촉진하고 갈등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
통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모두 높아졌
다. 이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생활의 활력이나 만족감을 감소시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반응행동을 유발한다는 Downey와 Coyne(199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우울
의 심리적 증상은 생활전반에서 부적응적으로 기능하며 주변의 중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응적인 행동을 보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우울한 경우, 자녀에게 무기력함과 화나 짜증 등의 부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게 되며 덜 반응적이고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로써의 어머니 우울은 자녀와 부정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
짐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머니의 정신 건강이 자녀 양육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 개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자아탄력성 회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어
머니가 관계나 부정적 감정에 몰입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고 긍정적 행동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우울을
통해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모두 높아진 반면,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버지 자
신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은 관계 중심, 남성은 일 중심으로 사회화 되었다는 것이다(Knee
et. al, 2005). 즉 부부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을 겪을 경우,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
더욱 몰입하면서 가족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려 하며, 아버지는 가족보다 일에 몰두 하면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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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속감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문화에 따른 차이로 아시아
문화 남성들이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황을 회피
한다는 것이다(Cheng, 2010). 즉, 아버지는 문화적 가치의 영향으로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고 회
피하는 경향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자신이 우울한 경우 자녀 양육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등의 회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의 경우 자신
의 부부갈등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어머니는 부부갈등이나 우울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부정
적인 정서를 자녀에게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관계에 몰두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회
피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정서 표현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기능적으로 표현하고 가족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가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에 국한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부모의 부부갈등 및 우울이 취학 연령 이후
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전 생애에 걸
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학령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더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부 간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나 우울뿐만 아니
라 부부간이나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아 관계의 역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부모의 우울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살펴보지 못하여 후
속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014년도(7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대상을 추적하여 분석하였
는데 연구 결과 어머니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우울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
면,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우울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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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중요한 영향 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일 대상의 2008년, 2011년, 2014년 시점의 다양한 변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동일 대상의 변인에 대한 장기간의 영향과 변화를 추적 고
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지만, 동시에 중요 외생변인의 영향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패널데이터의 한계를 지닌다. 외생변인의 영향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
로써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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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Depression on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Kim, Yu Seon*․Park, Jong Shil**․Kim, Yeo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on the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and parental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For this, the data of 832
children in the first year (2008), fourth year (2011) and seventh year (2014)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marital conflict (1th year) directly affected father's depression (4th
year), and mother's marital conflict (1th year) had a direct influence on father's depression (4th year). Second, father's
marital conflict (1th year) had a direct effect on child's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Third, mother's
depression (4th year) directly influenced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Fourth, mother's marital conflict (1th year) indirectly influenced both child's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with mother's depression as a mediating variable (4th
year). In contrast, father's marital conflict (1th year) had no indirect effect on parental depression (4th year) and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7th year) of children.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marital
conflict with mother's depression has an influence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

Key words : Marital Conflict, Depression, In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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