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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조절변인인가 매개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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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기 자녀의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알
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3곳에서 4~6학년 남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하고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
도, Harder와 Zalma(1990)가 제작하고 심종은(1999)이 번안한 자의식검사,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황
윤경(1995)이 타당화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하였
으며,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
심 사이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수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
면,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의 관계는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작용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역
할을 검증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에 대
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부갈등을 개선하고 아동의 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치료적, 교육적
개입 방안의 모색과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부부갈등, 아동의 수치심, 부모의 정서적 지지, 조절변인, 매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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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한 연구팀은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Raver, Blair, Garrett-Peters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5). 만 2~6세 어린
이 1,025명과 그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불화가 많은 가정의 자녀는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더 많이 보였고,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이나 폭
력에 빈번히 노출되면 정신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고, 심리적으로 매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불화는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간 상호작용이 역기능적이고 기대와 욕구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대부분 배우
자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불평 및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다(Fincham, 2003). 이러한
부부갈등이 지속적이고 잦은 경우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
으며 행동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Katz & Gottman, 1993). 아동은 가족 내에서 기본적
인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 간의 갈등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불화가 아동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자신을 비난하게끔 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동은 대개 분노,
슬픔, 근심,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게 된다(Grych & Fincham, 1990, 1993).
이러한 정서반응 중 수치심은 자의식적인 정서로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으며 결점이 있다고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수치심이 다양한 심
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의 단점에 너무 초점을 두게 되어 자기비난이나 자기부정
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패와 관련된 정서경험인 수치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 받도록 하는 상황으
로 내몰거나 처벌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Piers & Singer, 1953). 따라서 수치심을 경험하
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보복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의 분
노를 표현할 수 있다(Tangney, 1995). 또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개인을 병들게 하기도 하는데
Harder와 Lewis(1987)는 수치심이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남기숙(2008)은 우울, 사회불안,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자살, 학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심리장애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위협적으로 인지하는 아동들은 부부갈등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서 수치심이
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부모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Grych &
Fincham, 1993; 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소수의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
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를 수치심과 유기공포가 매개하는지 연구한 결과, 부부
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수치심이 높게 나타났다(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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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 사이에 부모화가 매개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강선모, 2014). 또한
이순욱과 김춘경(2006)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를 갈등유형이라고 지각한 경우 다른 유형들보다
수치심 경향성이 높았다. 한편 이태영과 심혜숙(2010)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
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렇듯 일관되지 못한 결과
로 인해 이태영과 심혜숙(2010)은 부부갈등과 수치심 사이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에 대한 후속연
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부모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적 특성일 것이다.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요인은
가정이며(Bronfenbrenner, 1979), 아동기 자녀에게 부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녀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성을 넓히는 기
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자
녀가 이를 인식하고 반응함으로써 부모 자녀 간에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
의 적응과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 이론(Cohen & Wills, 198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생활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한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얻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Syme, 1985).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인 정서적 지지는 자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박진아, 2001; Cobb, 1976),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를 포함
한다(Cohen & Hoberman, 1983). Strine, Chapman, Balluz와 Mokdad(2008)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는 개
인의 유능감, 안정감, 자기가치 인식과 지각된 통제감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
키게 된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을
예언할 수 있다(Pierce, Sarason, & Sarason, 1992).
특히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있는 그대로 수용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
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포괄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김혜은, 2008). 부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며(이경님, 2006),
부모 친구, 교사, 이웃으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청소년의 건강증진행동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린, 유조안, 2014).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것은 상
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부모의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에 노출
된 아동이라도 부모가 배우자와의 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면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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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와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지지를 충분히 제
공하지 못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부부갈등이 많은 부모는 과잉통제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며, 자녀와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uehler & Gerard, 2002). 부모가 부부간에 갈등상황을 자주 겪게 되면 자녀에게 충분한 애
정과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는 낮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부모에게 낮은 정서적 지지와 비공감적인 환
경을 제공받은 아동은 부모의 무반응 및 냉담한 반응으로 인한 수치심을 내재화한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강나루, 2014; Capps, 1992),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수치심에 부적인 영향
을 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 사이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모두 시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어떠한 역
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조절변인이라면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모든 아동의 수치심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배우자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녀
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매개변인이라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
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낮아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수치심을 증가시키게 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변인 혹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
을 밝히는 것은 아동의 수치심에 대한 개입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만약 부부갈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가능하다면, 아동의 수치심 예
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은 정서적 지지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자녀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반면, 부부갈등이 필연적으로 자녀양육의 질을 저
하시킨다면 아동의 수치심을 위한 개입은 부모의 부부관계 질을 개선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춰
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대부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버지, 어머
니를 모두 포함한 소수의 연구에서도 부와 모의 정서적 지지는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문정(2003)의 연구에서 남녀학생 모두 어머니의 정서적 지
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중학생의 경우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고등
학생의 경우엔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은(200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를, 여학생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더 높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지
지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와 자녀의 동성(同性)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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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자
녀에 비해 아동의 경우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역할에 대해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이 모두 시사
되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가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이를 조절하는지 혹은 매개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파급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가족상담, 아동상담 및 부모교육 장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둘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3곳의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35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319부가 회수되었다. 답변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총 31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성
별 분포는 남학생 145명(45.9%)과 여학생 171명(54.1%)으로 구성되었다. 학년별 분포는 6학년이
129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101명(32.0%), 5학년 86명(27.2%)의 순이었다. 부모의 연
령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부 75.0%, 모 63.9%), 학력은 고졸 이하(부 44.6%, 모 48.1%)와
전문대졸 이상(부 49.7%, 모 44.6%)이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였다. 아동이 보고한 가정의 경제
수준은 ‘중’ 201명(63.6%), ‘상’ 83명(26.2%), ‘하’ 22명(7.0%)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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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16)

구분
성별

학년

부 연령

모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가정경제수준

빈 도(명)

퍼센트(%)

여자

171

54.1

남자

145

45.9

4학년

101

32.0

5학년

86

27.2

6학년

129

40.8

30대

43

13.6

40대

237

75.0

50대

33

10.4

무응답

3

0.01

30대

100

31.6

40대

202

63.9

50대

9

0.03

무응답

5

0.02

고졸 이하

141

44.6

전문대졸

11

3.5

대졸

127

40.2

대학원졸

19

6.0

무응답

18

5.7

고졸 이하

152

48.1

전문대졸

17

5.4

대졸

111

35.1

대학원졸

13

4.1

무응답

23

7.3

상

83

26.2

중

201

63.6

하

22

7.0

무응답

10

3.2

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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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부부갈등 척도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Grych와
동료들이 개발할 당시에는 10개요인, 70문항이었으나, 권영옥과 이정덕(1997)은 갈등의 성질요인,
자기비난요인, 위협요인으로 구성된 48문항으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개요인 중
갈등의 성질요인인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문항만을 사용함으로써 종속변인인 아동의 수치심
과의 개념적 중첩을 피하였다. 갈등의 빈도는 부부갈등 노출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말하며,
강도는 부부갈등의 심각성, 해결은 부부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의미한다. 총 19문항이며,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그렇다(2)’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계수는 .88이
었다.
2) 수치심 척도
Harder와 Zalma(1990)가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제작한 자의식 검사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 PFQ-2)를 심종은(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관련 1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수치심과 관련된 정동적 기
술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이고,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계수는 .92였다.
3) 정서적 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였다. 총 24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이고, 총점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다.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이 부모로부터 애정, 신뢰, 관심 등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의 정서적 지지와 모의 정서적 지지의 Cronbach’s α계수는 각각 .93과 .92로 나타
났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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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
요분석에서 가외변인의 통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인 아동의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t-검증 또
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정도를 알아보고, 주요분석에
사용된 위계적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의 기본 가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초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주요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부
갈등과 수치심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음으로, 부부갈등과 수치심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수치심과 정서적 지지 잠재변인에 대해서는 문항꾸러미 방식으로 측
정변인을 구성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²(chi-sqaure),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평가하였다. CFI와 TLI는 0.90 이상
일 경우 좋은 적합도라고 한다(Bentler, 1990). RMSEA가 0.05 이하일 경우는 좋은 적합도이며,
0.05-0.08은 괜찮은 적합도, 0.08-0.1은 보통 적합도, 그리고 0.1 이상의 경우는 나쁜 적합도이다
(Browne & Cudeck, 1992). 매개효과의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동은 부모의 정서적 지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316)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부갈등

0

34

10.67

6.90

.83

.26

부의 정서적 지지

7

35

27.98

6.58

-1.01

.58

모의 정서적 지지

7

35

30.68

5.14

-1.44

2.06

수치심

10

45

17.11

7.32

1.1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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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도에 대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지지를 평균 3점정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산출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
과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05).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검증
종속변인인 아동의 수치심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또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과 부모
의 학력(고졸 이하/전문대졸 이상)은 수치심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s > .19). 반면 학년과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수치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s < .012), 학년
이 올라갈수록 수치심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을 ‘상’이나 ‘중’으로 보고한 아동에 비해 ‘하’라고
보고한 아동의 수치심이 높았다. 이처럼 학년과 경제수준이 종속변인인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검증에서 학년과 경제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n=316)

변인

성별

학년

부 학력

모 학력

가정경제수준

**

pᐸ.05,

***

수치심

구분

평균(표준편차)

여자

17.61(7.51)

남자

16.52(7.08)

4학년

14.61(5.82)a

5학년

16.70(6.92)b

6학년

19.33(7.97)c

고졸 이하

17.47(7.39)

전문대졸 이상

16.67(7.15)

고졸 이하

17.24(7.58)

전문대졸 이상

16.87(6.81)

상

17.20(7.41)a

중

16.77(7.27)a

하

21.68(7.15)b

pᐸ.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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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한 수준이었다(ps < .01).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부의
정서적 지지: r = -.49, 모의 정서적 지지: r = -.42), 즉 부부갈등이 클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
를 낮게 지각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r = .30),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수치심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수치심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는데(부의 정서적 지지: r = -.34, 모의 정서적
지지: r = -.15),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아동일수록 수치심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와 모의 정서적 지지 간에 정적 상관(r = .55)이 존재함에 따라,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부와 모의 정서적 지지 잠재변인의 설명오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316)

**

구분

부부갈등

부부갈등

1.00

부의 정서적 지지

-.49***

1.00

모의 정서적 지지

-.42***

.55***

1.00

수치심

.30***

-.34***

-.15**

pᐸ.01,

***

부의 정서적 지지 모의 정서적 지지

수치심

1.00

pᐸ.001

2. 주요분석

1)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통제변수인 학년과 가정경제수준, 2단계에 부부갈
등, 3단계에 부나 모의 정서적 지지, 마지막 단계에 부부갈등과 부나 모 지지와의 상호작용변인
순서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변인은 부부갈등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각각의 표준화 점수의 곱
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먼저 부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학년(β = .21, p
< .001), 부부갈등(β = .15, p = .018), 부의 정서적 지지(β = -.25, p < .001)는 아동의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부갈등과 부의 정서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β = .02, p = .747). 즉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수치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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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의 관계에서 부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R2

.08

.08***

2.39*

.14

.06***

-.25

-4.05***

.19

.05***

.02

.32

.19

.00

투입된 변인

B

SE

β

t

1

학년

1.77

.46

.21

3.84***

가정경제수준

-.04

.70

-.00

-.06

2

부부갈등

1.08

.45

.15

3

부의 정서적 지지

-1.76

.44

.11

.35

부부갈등 ×

4
*

R2

단계

p <.05,

부의 정서적 지지
***

p <.001

았으며, 부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수치심은 낮았다. 또한 부의 정서적 지지 수준은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학년(β = .22, p < .001)과
부부갈등(β = .25, p < .001)은 아동의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모의 정서적 지지의
주효과(β = -.03, p = .585)와 부부갈등과 모 지지 간의 상호작용효과(β = .03, p = .565)는 유
의하지 않았다. 즉 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부부갈등과
수치심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와 모의 정서적
지지 모두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수준이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부갈등과 자녀의 수치심의 관계에서 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R2

△R

.09

.09***

4.13***

.15

.06***

-.03

-.55

.15

.00

.03

.58

.15

.00

단계

투입된 변인

B

SE

β

t

1

학년

1.90

.48

.22

3.94***

가정경제수준

.33

.73

.03

.45

2

부부갈등

1.85

.45

.25

3

모의 정서적 지지

-.26

.47

.23

.40

4
***

부부갈등 ×
모의 정서적 지지

2

p <.001

2)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에 앞서, 모형의 추정가능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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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B

갈등빈도

1.00

갈등강도

1.16

.08

.81

14.26***

갈등해결

.75

.06

.71

12.59***

부의

부 정서적지지 1

1.00

정서적 지지

부 정서적지지 2

.86

.05

.92

17.86***

모의

모 정서적지지 1

1.10

.07

.87

15.57***

정서적 지지

모 정서적지지 2

1.00

.93

수치심1

1.00

.86

수치심2

.73

.04

.86

19.62***

수치심3

.74

.03

.92

21.42***

부부갈등

수치심

*

p <.05,

***

SE

β

CR

.84

.89

p <.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29) = 79.41(p < .001), CFI와 TLI는 각각 .98, .95, RMSEA는 .07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71~.93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
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45) = 110.91(p <
.001), CFI와 TLI는 각각 .97, .94, RMSEA는 .07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가 설정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 산출된 경로계수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의 정서적 지지(β = -.56, p < .001)와, 모의 정서적 지지(β =
-.47, p < .001)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할수록 아
동의 수치심은 높았다(β = -.33, p < .001). 그러나 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은 아동의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14, p = .062).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
를 통해 아동의 수치심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도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 .20, p =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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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5,

***

p <.001

[그림 1] 부부갈등, 아동의 수치심,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표 8>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 수치심
경제수준 → 수치심
부부갈등 → 부의 정서적 지지
부부갈등 → 모의 정서적 지지
부의 정서적 지지 → 수치심
모의 정서적 지지 → 수치심
부부갈등 → 수치심
학년

*

p <.05,

***

B

SE

β

CR

.63

.19

.19

3.43***

-.15

.28

-.03

-.53

-.86

.10

-.56

-8.74***

-.50

.07

-.47

-7.45***

-.28

.07

-.33

-3.96***

.18

.09

.14

1.87

.26

.10

.20

2.57*

p <.001

(3) 매개효과 검증
부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
의미하였으므로 Sobel 검증을 통해 직접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의 정서적 지
지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Z = 3.63, p < .001).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
으므로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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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힐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
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조절변인 또는 매
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검증함으로써
향후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개
입의 초점 및 전략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에 제시된 조절
모형 검증 결과, 부부갈등과 부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했던 반
면, 모의 정서적 지지의 주효과와 부부갈등과 부/모의 정서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 각각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부
모의 부부갈등이 빈번하거나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을 비난하는 수치심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갈등과 수치심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홍보미와 유금란(2015), 차정은 등(2009)의 연구
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강선모
(2014)의 보고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수치심이 높아진다는 김평
화와 윤혜미(2013), 황은수와 성영혜(2006)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치심
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서 수치심을 크게 느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한세영, 2009). 따라서 아동의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는 가급적 갈등상황에 아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혹여 목격하게 되었을 시엔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를 많이 느낄수록 수치심이 낮아진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먼저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아동의 수치심이 낮아진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
아졌다는 보고(송수정, 2014)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 지지와 부정적 정서가 부적인
관계임을 보고한 Grisset와 Norvell(1992), Tylka와 Subich(2004)의 연구와 중요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Morrison(1989)과 Nathanson(199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수치심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에 대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보고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수준은 아
버지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비해 평균 3점 가까이 높았다. 이는 0.5 표준편차 이상의 차이로 매
우 현격한 차이이다. 또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의 변산도 역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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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가까이 높아 아동들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는 고르게 높이 지각한 반면, 아버
지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편차가 더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학년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학교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는
조건에 상관없이 높게 지각하는 반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지각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 비해 아동의
수치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단순히 결론 내리기 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모두 중요
하다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자신이 충분히 지지 받
고 애정 어린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나 평가에 덜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
지고 경청하며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부모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이 그들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의 정
서적 지지가 유의미한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부부
갈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부갈
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절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만으로는 완화시키기 어렵다
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내재화 문제행동 사이에서 가족지
지가 조절효과를 보였다는 이신영과 정현희(2010)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적 지지만을 살펴보았으며 지지원을 부모로 국한시킨데 반해, 이신영과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
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적 지지
개념을 사용하였고, 또한 지지원이 부모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포함하는 가족지지 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제시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부부갈등이 아동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은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부모의 정서적 지
지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문제 1에서 밝혀진 결과와 동일하므로 매개모형 검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이
지각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 수준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을 자주 겪는 부모
는 부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여
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보고(Davies & Cummings, 1994)와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하는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둔감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를 거부하고 덜 따뜻하게 대한다는 주장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을 지지한다. 또한 부모 간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
니가 자녀에게 지지를 덜 보였다는 조주연과 도현심(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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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 부모들은 부모 자신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소진되어 타인을 돌볼 여력이 부족해
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지지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아동의 부모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이 그들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버지
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아버지
의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은 높은 수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고려한 후에도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하여 부의 정
서적 지지에 의해 부분매개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외에 다른 매개변인들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갈등이 자녀의 내
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지지가 매개한다는 김민경(2008)의 보고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부갈등이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한인숙과 양혜정(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여기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보다는 부모 모두의 정서적 지지의 중요
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조절변인 보다
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이 지각하더라도
부모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분리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
동이 높은 정서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부부갈등이 수치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부터 아동
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보다는 높은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수치심을 증가시키게 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은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은 부모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공포, 죄책감, 좌절
등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정서
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데, 부모의 부부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아동의 수치심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악영향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
서 아동의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지지 수준 증가를 위한 개입보다는 부부갈
등의 완화를 위한 개입이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조절효과보다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부 간 다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심리적, 신체적 상처 및 폐해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부모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아동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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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부부 간에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아동에게 되도록 노출하지 않
도록 하며, 부드러운 의사소통과 따뜻한 정서교류와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수치심 등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가 자
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정서적인
지지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또한 필요하다. 즉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최대한 따뜻하
고 관심어리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체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이 많았고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흔했으나 본 연
구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진 바, 아버지의 부모교육 참여는 필히 이루어져
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한편, 다양한 심리장애와 관련이 있는 수치심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갈등이라는 외
상 경험과 부모의 적절한 반영의 결핍은 아동의 수치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치유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존재에 대
한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는 원인이 부모의 원
만하지 않은 부부관계 및 자신을 향한 거부적이거나 미온적인 부모의 태도 때문일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하고,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통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도
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도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의미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그
수를 늘려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척도들을 사용했으므로
응답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기보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찰과
면담 및 투사검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부
갈등과 아동의 수치심 사이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서로 다른 결
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 외에도 아동의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모형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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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s Shame:
Is Parents’ Emotional Support a Moderator or a Mediator?

Park, Bo Hyun

Yang, Hae Chung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perceived parents’ emo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s shame. Three hundred-sixteen
students were surveyed, who were 4th, 5th and 6th grade females and males from 3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Korean versions of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Grych, Seid & Fincham, 1992), the 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Harder &
Zalma, 1990), and the Emotional Support Subscale of the Social Support Scale(Park, 1985).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19.0 and AMOS 19.0. The mediation was tested by Sobel 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mother’s and father’s emotional support were not significant moderators
between the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s shame. Instead,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on the child’s shame was partially mediated through the father’s emotional suppor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nd pathways that affect child’s shame by testing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emotional support between the perceived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the child’s shame. The
results provided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therapeutic and educational programs to intervene
children’s shame when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were high.
Key words : marital conflict, child’s shame, parents’ emotional support, moderator,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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