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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애착손상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용서의 구체적인 차원을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7월에서 8월까지였으며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
로 총 32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부모교육기관, 부부 상담 기관, 종교기관 등이었으
며 Amos 18.0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용서와 상황용서는 매개효과를 보이
지 않았고 타인용서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손상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
의 상담 개입에서 배우자에 대한 타인용서를 증진시킴으로써 부부간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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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약간씩 다르다. Erickson(Newman & Newman,
2012)은 중년기를 34세에서 60세까지 폭 넓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시하고 있는 한편, 한국인의 중년기는 40세
에서 59세까지로 정의된다(신희석, 2002). 저

중년기는 인생 발달 주기에서 숙련성과 창

출산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자

의력을 발휘하여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이끌

녀 양육기의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은 부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이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 둘이서 살아가는 시간을 증가시켰다. 이에

시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중년기는 노

따라 활력 있는 결혼관계(vital marriage)를 유지

화가 시작되는 시기이자 자녀들이 집을 떠나

하기 위한 부부의 노력이 이 시기의 주요과업

는 시기로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질 수 있는

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년 여성은

시기이다. 이는 중년기를 ‘위기의 시간’으로 비

폐경에 따른 갱년기 장애와 월수입, 배우자와

추어지도록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 관계 등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중년의

하고 있는데(Deeks & McCabe, 2004), 특별히 배

기간이 더 증가하였고 이 중년기의 변화와 도

우자와의 관계는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밀접

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중년기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년기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 중년기의 신체

즉,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사회

적 심리적 변화에 대처하고 긍정적으로 발달

적 고립감과 우울이 낮았고(Cutrona, 2004), 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장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문제가 높은 것으로

부부관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결혼 이후 오랜

(Gallo, Troxel, Matthews, & Kuller, 2003) 보고되

시간을 살아오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부

고 있다.

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

Bowlby(1973)에 의해 제시된 애착이론은 인

은 일이다. 통계청(2016) 보고에 의하면 2016

간은 중요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보호받

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07,328

고 싶은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모-아 관계

건, 조이혼율(인구 1천 명 당 이혼건수)은 2.1

에서 아이들은 어머니를 안식처이자 안전기지

건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7.2세, 여

로 여길 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세상을

자 43.6세로 중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이었다.

탐색해 나아가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

이와 더불어 여성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는 40

간다. 이는 성인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대 초반이 1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40대

되어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은 애착대상을 필

후반이 17.6%를 차지하여 40대의 이혼율이 가

요로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해

장 높아 역시 중년기 여성의 이혼율이 가장

줄 특별한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디자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이러한 결과를

인되어있다. 즉, 애착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통해볼 때 중년기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된다(Johnson, 2013).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의 측면에서도 위기의

애착관계는 인간이 자신을 정의하는 준거가

시기라 할 수 있다.

된다.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신

중년기에 대한 연령별 정의는 학자마다

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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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여기는 한편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

에는 자신에 대한 정의도 부정적으로 내려져

로 Spanier(1976)는 부부 적응을 부부만족도, 부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이러한 이유로 애착이

부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으로 부부간

론은 외상이론(theory of trauma)으로도 불리운

행복의 개념들을 통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다.

에 본 연구에서도 ‘부부 적응’의 개념을 ‘부부

‘애착손상(attachment injury)’은 애착이론에

친밀감’ ‘부부만족도’의 개념과 통합된 차원에

서 나온 개념으로 유대감에 위배되는 부정적

서 접근할 것이다. 갱년기 및 노화와 직접적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입고

으로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자녀가 가

배우자에게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심리

정을 떠나는 발달 주기 상의 변화에서 오는

적 상태로 정의된다. 애착손상은 ‘정서손상

심리적 변화로 인하여 중년기는 자기 정체감

(emotional injury)’ ‘애착범죄(attachment crime)’

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

등으로 불리다가 부부 상담 후에 부부간의 정

는 시기일 수 있다. 또한 성인기에 자녀와 직

서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 치료적 교착상태

장에 헌신했던 노력과 에너지를 이제는 부부

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애착손상’으로 명

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며 새롭게 부부 관계를

명되기 시작하였다(Johnson, Makinen, & Millikin,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 시기이다.

2001). 애착손상은 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야

이 시기에 부부 적응은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기하는 사건을 통하여 심리적 외상으로 나타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부부가 서로 중요한 차

나 사건에 대하여 반복적인 회상과 사건의 재

이점과 갈등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합의

발 및 재현에 대한 과 불안 상태를 보인다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부 적응은 높아진다.

(Johnson, 2004). 부부관계에서 어떤 한 사건은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

애착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주는 것을 의미한

도 있는데 이는 그 사건이 일어난 맥락과 그

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세 가지

것에 부여된 애착적 의미에 따라 다르기 때문

요소는 첫째, 상처를 유발한 사건과 가해자에

이다. 일반적으로 애착손상은 외도나 폭력과

대한 연민을 회복하는 것 둘째, 가해자에 대

같은 큰 사건에서 일어나지만 일상생활에서

한 부정적 정서를 회복하는 것 셋째, 가해자

경험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에 대한 복수심을 철회하는 것이다(Gordon &

애착손상은 배우자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가

Baucom, 1998).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하도록

지도록 하며 심각한 우울이나 적대감과 같은

돕는 용서는 상처로부터 회복을 촉진하는 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Makinen, & Johnson,

장 효율적인 심리적 과정이며(Hill, 2001) 부부

2006)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감소시켜 정상

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치유 과정(dyadic

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

self-repair process)이다. 용서는 부부 관계에 지

한 부정적인 정서는 배우자에게 분노에 찬 공

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적인 개

격이나 침묵에 의한 단절을 초래하여 결국 부

념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적인

부관계를 손상시키게 된다.

개념이며 부부 둘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 적응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

이다. 부부관계의 질과 용서는 일 방향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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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양방향성의

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매개하는지 규명하고자

특성을 가지는데 부부관계의 질이 높으면 용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여성에 대한

서도 촉진되고, 용서를 하게 되면 부부 만족

상담에서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용서의

도도 높아진다(Vaughn, 2001). 일반적으로 용서

하위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을 강화하거나 변화

란 그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타인에 대한 용서

시켜야 할지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Thompson 등(2005)은
용서의 대상을 자신과 타인, 상황의 세 영역

2. 연구문제

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용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부정적인 사고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

와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을 수용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용서는 타인에 대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다음과 같다.

것을 의미한다. 상황용서란 자연재해나 사별
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연구문제 1: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 및 용
서, 부부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수용하며 편안해지는

연구문제 2: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과 부

것을 의미한다(Thompson 등, 2005). 용서의 세

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

차원 중 부부 관계에서는 주로 타인 용서에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유방암 여성의 애

연구문제 3: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과 부

착손상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타인

부 적응의 관계에서 세 가지 차원의 용서 변

용서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용서는 매개변인으

인 중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

로 규명되었다(서미아, 2014). 그러나 세 가지

이는가?

용서 차원 중 어떤 차원의 용서가 부부 적응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규명되

이러한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

고 있지 않다. 어떤 차원의 용서가 가장 영향

은 그림 1과 같다. 애착손상은 부부 적응에

력이 큰 매개변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부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용서를

상담 개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
출하는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에서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예측 변인 및 종속변인과 상관
이 유사하거나 아니면 예측변인보다는 종속변
인과 더 큰 상관을 보이는 매개변인을 선정해
야 한다(서영석, 2010). 이에 본 연구는 매개변
인으로서 용서변인을 선정하고 용서의 하위
요인인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중 어떠
한 변인이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과 부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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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U자형 곡선을 보인다. 즉, 결혼 초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용서는 자기용서, 타인

기에는 부부만족도가 높고 자녀 양육기에 낮

용서, 상황용서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아졌다가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 다시 높아진

부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다. 부부는 자녀나 직장으로 향했던 관심을

로 구성되었다.

다시 배우자에게 되돌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의 관계를 재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출산율의 감소로 자녀수가 적어

Ⅱ. 이론적 배경

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집을 떠
난 이후에 부부 둘만이 남게 되는 시기가 훨

1. 중년기 여성과 부부 적응

씬 길어졌다. 부부가 이 시기에 어떻게 적응
하며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는 어떠한 노

중년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지

후를 보낼 것 인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만, 인간 발달 주기를 제시한 Erikson(1963)은

부부 적응은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

중년기를 34세에서 60세, 후기 성인기를 60세

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조은경과 정혜

에서 75세, 노년기는 75세에서 죽음에 이르는

정(2008)은 여성의 경우 부부 만족도가 높을수

시기로 정의하고 있어 중년기는 결혼생활에서

록 강박증, 불안, 우울 수준이 낮아 여성의 정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자

신 건강에 부부간 적응과 만족도가 더 중요하

녀들이 가정을 떠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

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주희와 이선화

기로서 부부관계의 질이 더 중요시되는 시기

(2015)는 중년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의사소

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으로 서로

통 유형과 부부친밀감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

다른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오던 부부가 중

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 간에는 유의한

년기라는 이유로 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일치형 의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은 쉽게

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부부 친밀감이 더 높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특히 중년여성은 같

는데 이는 부부가 상호 적응을 촉진하고 친밀

은 시기의 중년남성보다 더 많은 우울증상을

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심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배우

리적 변화가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즉, 폐경

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

과 그에 따른 갱년기 장애, 피부의 노화와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지지체이며,

은발 및 주름살은 그들이 인생의 ‘내리막길’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안녕감 수준

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한다(정옥분,

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oulx,

2013).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자녀들이 집

Helms, & Buehler, 2007). 결국 부부사이에 깊은

을 떠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 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가 있어야 중년 여성은 정서적,

그 결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심리적, 신체적으로 만족에 이를 수 있음을(김

수 있다(홍성례, 유영주, 2000).

혜자, 2001; 우명순, 임은자, 2010) 의미한다.

부부 적응은 가족생활주기에 다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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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손상

애착 손상을 경험한 부부의 경우에는 과거의
상처가 부부관계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Bowlby(1973)에 의해 제시된 애착 이론은 애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애착관계 회복을 방해

정을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의 특성을 이해하

하고 관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불화가 심해

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애착은 타고난

질 가능성이 높다. 애착손상을 경험하는 부부

선천적인 욕구로서 중요한 사람과 접촉을 유

에게 정서중심치료를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결합을 이루고자 하

규명한 서미아(2016)의 연구에서 부부들은 애

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에 의해 형성된 유대

착손상을 경험 한 후 점점 화를 더 내게 되고

감은 부부간의 애정 어린 상호작용을 가능하

배우자를 원망하며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게

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안정적 애착을 형성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점점 이상해지고 배우

한 부부는 서로 독립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

자를 회피하며 교류가 단절되어 혼자 살아가

신과 상대 배우자를 존중하며 안전한 대상으

는 느낌을 가진다고 하였다. 손상된 관계를

로 지각한다. 중요한 타자로부터 안전감과 사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정된 애착 결합을

랑을 느끼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

재형성하는 것이다.

본적인 타고난 욕구이다. 존중과 사랑에 대한

중년기 부부간의 안정애착과 결혼만족도에

상호간의 애착욕구가 충족될 때 관계 만족감

대한 연구에서 김민희와 민경환(2007)은 안정

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삶을 자율적으로 살

애착형이 불안정 애착형보다 자신과 배우자에

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애착손상은

대한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고 더 효율적인 의

애착대상으로부터 입은 상처 혹은 외상(trauma)

사소통을 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의

을 말한다. 이때 관계 불안은 증가하고 정서적

의지가 높았다고 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인 교류는 제한을 받는다. 매우 취약한 순간

의 애착 손상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에 느끼는 고립감과 이별에 따르는 강한 정서

연구한 심희정과 서미아(2015)는 애착손상이

를 강조하기 때문에 애착이론은 ‘외상이론’이

높을수록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상태불안과

라고도 힌다(Johnson et al., 2001).

특성불안이 높은 반면 부부 적응은 낮았으며

애착손상은 버려진 느낌과 배신감을 유발하

애착손상은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불안

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과 공포를 경험하도록 한다(Johnson, 2004), 많

애착손상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은 부부들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애착손상으

-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한

로 인해 친밀감과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배

서미아(2017)는 남편과 아내의 애착손상은 자

우자가 이 상처를 위로하고 관계를 재설정하

신이 지각하는 부부만족도와 배우자가 지각하

는 데 실패할 경우 부부간의 신뢰감과 친밀감

는 부부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직접적 요인임을

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이렇게 외상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애착

경험한 이후에 극복하지 못한 부부는 상호작

손상이 중년기 여성에게 얼마나 위해한 요인

용이 무감각해져(Johnson, 2010) 한 집안에 있

인지 더불어 부부관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

으나 마치 남남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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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부부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애

개인적으로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착손상은 부부 상담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

대한 부정적 사고, 감정, 행동을 극복하고 자

한 상담적 개입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과 상대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긍정적 사
고, 감정,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3. 용서와 부부적응

였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볼 때 용서는 결국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인간애에서 출발하며

용서는 부당한 대우로 심리적 상처를 받았
을 때, 적대심과 분노를 극복하고 잘못을 저지

․

결국 심리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른 사람에게 자비와 동정심, 사랑을 베풀려고

Spanier(1976)가 제안한 부부 적응(dyadic

하는 심리적인 과정(Enright & Fitzgibbons, 2000)

adjustment)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에

이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감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응을 잘 하는 부부는

느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인지와 행동을 멈추고,

에 있어 서로 일치하며, 불일치하는 부분에

동정이나 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인지, 그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가

리고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주,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였다. 부

2009).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호의

부 적응은 지속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어느 한

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적응 정도와 적응 양상을

변화라고 할 수 있다(McCullough, Worthingtion,

함께 보여준다. 이 개념에 대해서 Spanier(1976)

& Rachal, 1997). 용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

는 부부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시키고(윤성민, 2012) 정신 건강 뿐 아니라

개발하면서, 부부 적응을 질적인 속성과 역동

신체 건강 증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종효,

적인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2003). 즉, 용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느끼는

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첫째, 결혼 생활에서

분노, 우울, 불안을 줄여주고(장우심, 2010), 상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둘째, 부부 사이의

처를 극복하여 성숙함과 자기 성찰을 높이며

긴장과 개인적 불안, 셋째, 결혼 만족도, 넷째,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한다. 이는 용서 이전의

부부 응집도, 그리고 다섯째로 결혼 생활에서

부정적 정서와 사고, 반응을 극복하고, 긍정적

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의 정도에

인 정서와 사고, 반응을 함으로써 상처를 준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이와 받은 이 모두에게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한 이 차원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

의미 부여를 부여하고, 상호 관계 회복에 영

상에 위치한 횡단적인 차원들로서 변화 가능

향을 주기 때문이다(김광수, 2002; 오영희,

성을 포함하고 있다.
용서와 부부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

2004).
용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기범과 임

르면 Meneses와 Greenberg(2011)는 애착손상 문

효진(2006)은 용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

제로 불화를 경험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을 향한 분노와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해

부부 상담을 진행한 후, 상처 받은 배우자를

소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박진순(2006)은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부부 적응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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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olomon, Dekel과

대상자가 자의로 참여하며, 희망할 경우 언제

Zerach(2008)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 정보

대한 연구에서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과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

부부 친밀감에서 용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도 되며, 익명유지와 비밀보장이 된다는 내용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학생들의 대인관

을 설명함으로써 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계에 따른 외상 사건 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애착손상 경험여부를

스 증상간의 관계에서도 용서는 유의한 매개

물었으며,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람에게만

변인이었다(Orcutt, Pickett, & Pope, 2005). 또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총 350부

배우자의 외도나 신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

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

하여 애착손상을 겪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답지 23부를 제외한 32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

한 김귀녀(2003)의 연구에서도 용서프로그램은

다.

ㆍ

대상자들의 분노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방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여 부부 적응을

같다. 응답자의 전체 연령은 만 40세부터 만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59세까지로 40대(71.2%)의 비율이 높았고, 50
대(28.8%)는 그보다 낮았다. 학력은 대졸이 가
장 많았고(52.0%), 그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Ⅲ. 연구방법

(31.2%), 대학원 이상(15.6%) 순이었다. 결혼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년기 연령에 해

연령

당하는 기혼 여성이면서 10년 이상 결혼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지내는 경우는 연구 결

학력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상자에서 제외하

범주

N

%

40대

233

71.2

50대

94

28.8

초등/중학교 졸업

4

0.1

고등학교 졸업

102

31.2

대학교 졸업

170

52.0

대학원 졸업 이상

51

15.6

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24

결혼

초혼

324

98.9

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부모교육기관에

형태

재혼

3

0.1

10년 이상 ~ 20년 미만

183

56.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8

33.0

30년 이상

36

11.0

없음

6

1.8

1명

69

21.2

2명

202

61.8

3명 이상

50

15.2

참여하고 있거나 상담실을 방문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
료수집 기관의 기관장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

결혼
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관은 부모

자녀

교육 기관 6곳, 부부 상담이 실시되는 건강가

수

정지원센터와 상담실 3개, 종교기관 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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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초혼(98.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결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였다. 하위개념으로 자

혼 년 수는 10년 이상~20년 미만(56.0%)이 가

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가 있으며 자기용

장 높았고, 20년 이상~30년 미만(33.0%), 30년

서 6문항, 타인용서 6문항, 상황용서 6문항으

이상(11.0%)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61.8%)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는 1명

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type으

(21.2%), 3명(15.2%)순이었다.

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의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척도의 신뢰도

2. 측정도구

Cronbach's alpha는 자기용서 .74, 타인용서 .79,
상황용서 .79 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척도의

1) 애착 손상 척도
애착손상을

측정하기

신뢰도는 자기용서 .71 타인용서 .74, 상황용서
위하여

Target

.80으로 나타났다.

Complaints Discomfort Bos Scale(Battle 등, 1966)
을 Millikin(2000)이 수정한 AIM(Attachment

3) 부부적응 척도

Injury Measur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

대상자의 부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는 부부가 애착 손상을 경험한 것이 부부관

Spain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 척도(Dyadic

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전반적

Adjustment Scale: DAS)를 김수진과 도현심

느낌을 ‘매우 심각하다’의 1점에서 ‘아주 약간

(200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이다’의 5점까지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당신

부부일치성 13문항, 부부만족도 10문항, 부부

이 상처를 받은 사건이 부부 친밀감에 어느

응집력 5문항, 애정표현 4문항의 네 가지 영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건은 부부 신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일치성은 ‘애정표

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등의

현 문제’ ‘가사 분담’ 에 대해 ‘의견 차이가 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범위는 4

의 없다’의 1점부터 ‘의견 차이가 늘 있다’의 4

점에서 20점이다. 모든 문항을 역 문항으로

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부 만족도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애

는 ‘부부 간에 이혼 또는 별거를 입에 올리거

착손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

나 생각해 봤다’ ‘우리는 자주 부부싸움을 한

뢰도는 Cronbach's alpha=.77이었지만, 본 연구

다’ 등의 문항에 대하여 ‘늘 그렇다’의 1점부터

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

‘그렇지 않다’의 4점까지 4점 Likert type으로

었다.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래의 부부관계’
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

2) 용서 척도

다’의 1점부터 ‘우리 부부관계가 성공하기 간

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Thompson 등(2005)

절히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어떤 일도 마다하

이 제작한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를 이

지 않을 것이다’의 6점까지 Likert type으로 응

초롱과 현명호(2008)가 번안한 도구를 중년기

답하도록 되어있다. 부부응집력은 ‘가정 밖의

여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타당도를 높

행사 참여’, ‘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등에 대해

이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거쳐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늘 그렇다’의 4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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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점 Likert type으로 평정한다. 애정 표현 문

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제는 ‘성관계가 싫어지는 일’, ‘애정표현을 하

유의하다. 모든 자료의 유의수준은 <.05 수

지 않는 일’ 두 문항의 ‘그렇다’의 1점과 ‘그렇

준에서 이루어졌다.

지 않다’의 2점으로 평정한다.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Ⅳ. 연구결과

32점에서 12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적
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96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이었다.
애착손상, 부부 적응 자기용서, 타인용서,

3. 자료분석

상황용서의 기술 통계는 표 2와 같다. 애착손
상의 평균은 2.88(SD=1.20), 자기용서의 평균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다음

은 4.83(SD=0.87), 타인용서의 평균은 4.55

과 같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SD=0.94), 상황용서의 평균은 4.66(SD=1.03)로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하였고, 애착 손상 및

자기용서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

용서와 부부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부적응 평균은 2.98(SD=0.39)이었다.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2.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애착손상과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는 단일 잠재변

애착손상, 부부적응,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

인으로 모형에 투입되었고 부부 적응은 4개

황용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하위요인이 측정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애착손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애착손상

상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용서, 타인용

과 부부적응(  -.43,   .05)은 유의한 부적

서, 상황용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

상관이 있었고, 부부적응과 자기용서(  .22,

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4)가 제시한

  .05), 부부적응과 타인용서(  .38,  

Sobel-test(Z)를 실시하였다. Z값이 1.96보다 크

.05), 부부적응과 상황용서(  .30,   .05), 자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애착손상

1.00-5.00

2.88

1.20

-0.07

-1.03

자기용서

1.00-7.00

4.73

.83

-0.04

1.42

타인용서

1.00-7.00

4.55

.94

0.27

1.52

상황용서

1.00-7.00

4.66

1.03

-0.08

0.45

부부적응

1.75-3.84

2.98.

.39

-0.30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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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애착손상

애착손상

1.00

자기용서

-.22**

1.00

타인용서

-.35**

.38**

상황용서

**

**

.64**

1.00

**

**

.30**

부부적응

.30

**

-.43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부부적응

1.00

.46
.22

.35

1.00

   <.01

기용서와 타인용서(  .42,   .05), 타인용서

상황용서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 .04,

와 상황용서(  .64,   .05)는 유의한 정적

sd=.02)는 유의하였으나 자기용서가 부부 적응

상관이 있었다.

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03,

3.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 간의 관계 모형

sd=.02).

애착손상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4.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 간의 관계에서 용서
의 매개효과

변인간의 경로 효과는 그림 2와 같다. 우선
애착손상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 간 관계에서 자기용

유의하였다(= -.11, sd=.02). 애착손상이 자

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의 매개효과를 Sobel-test

기용서(= -.15, sd=.04), 타인용서(= -.34,

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용서

sd=.04), 상황용서((= -.24, sd=.05)에 미치는

(z=1.39, p=.16)와 상황용서(z=1.85, p=.06)는

직접적 효과 또한 모두 유의하였다. 타인용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타인용서만이

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 .05, sd=.02),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z=2.40, p=.02). 결

[그림 2] 애착손상과 부부적응간의 관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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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애착손상과 부부적응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경로

Z (SD)

p

애착손상⟶자기용서⟶부부적응

1.39±0.00

0.16

애착손상⟶타인용서⟶부부적응

2.40±0.01

0.02

애착손상⟶상황용서⟶부부적응

1.85±0.01

0.06

과적으로 애착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직접

들(최인숙, 문승연, 2011; 배미자, 2003)과 일치

효과가 유의하여 타인용서는 부분매개효과를

하는 결과이다.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료해주

나타냈다.

고 대인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용서는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
시키며 나아가 인간적 성숙을 높여준다(Enright

Ⅴ. 논의 및 결론

& Fitzgibbons, 2000). 이에 부부 상담을 통한
용서의 증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

을 살아가며 나아가 부부 모두의 인격적 성장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용서의 매개효과를

과 성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 할 수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총 327

있다.

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용서의

둘째 애착손상이 용서의 하위변인들에 미치

하위 변인인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 중

는 직접적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애착손상

오직 타인용서만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은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황용서에 모두 부적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타인용서에 미치는 부

과 같다.

정적 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용서의 정의

첫째, 애착손상, 용서, 부부 적응 간의 상관

가 타인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거나 눈감아주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착손상과 부부 적응은

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용서, 타인용서, 상

용서의 일차적 대상은 타인이기 때문으로 생

황용서와 부부 적응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각된다. 배우자로부터 당한 애착손상으로 인

는 애착손상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낮아지

한 핵심적 정서는 분노이다. 이러한 분노는

는 반면, 애착손상이 낮을수록 부부 적응은

자신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감

높아진다는 Millikin(2000)의 보고와 같은 결과

을 배신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이며 부부간의 애착손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다. 따라서 애착손상이 용서의 하위 요인에

지속될 경우에는 부부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 타인용서의 효과가 가장 강

미친다는 보고(서미아, 2014a)와도 같은 결과이

한 것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일치하

다. 부부 적응과 용서가 정적 상관을 보인 점

는 결과이다. 더불어 애착손상은 자기용서와

또한 위기를 경험한 부부의 용서 수준이 높으

상황용서에도 미치는 부적 효과가 유의하였다.

면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

즉, 애착손상이 높을수록 자기용서와 상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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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배우자로

환, 2009)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용서

부터 외상 수준의 상처를 받은 이후에는 부정

는 부당한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적 반응을 보인 자신에 대한 용서나 통제할

부정적 정서, 사고, 행동을 극복하고 나아가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용서도 어려

긍정적 정서, 사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변

워진다는 결과이다.

인이다(Enright, 1994). 배우자에 대한 용서과정

셋째, 타인용서와 상황용서가 부부 적응에

을 통해 안정된 정서적 접근과 반응이 이루어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기용서

지고,

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Johnson et al., 2001)을 고려해볼 때 부부간 적

서는 자기 용서의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

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한

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대인관계 요소보다는

용서를 촉진시키는 것은 애착손상이 있는 부

주로 수치심이나 분노, 자살사고와 같이 자신

부 상담에서 주요 개입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

의 내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심혜선과

다.

․

부부간의

손상된

유대감이

회복됨

김지현(2013)은 자신의 내 외적 분노와 자살

다섯째, 애착손상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

행동 사이에 자기 용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향에서 타인용서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있다고 하였고 Hall과 Fincham(2005)은 자기용

이는 가정 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이 부부

서는 내면의 수치심과 자기 파괴적 행동에 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심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 용서는

희정과 서미아(2015)의 연구 결과나 남편과 아

상대방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나 상처로 인

내의 애착손상이 자기 자신의 부부만족도나

하여 유발된 자신의 부정적 사고나 행동에 대

상대 배우자의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한 용서라기 보다는 스스로 유발된 내면의 부

영향이 유의하다는 서미아(2017)의 연구 결과

정적인 감정이나 행위에 대한 용서라고 볼 수

및 기혼 남성과 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용

있다. 비록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 용서가

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

김현주와 안현의(2011)의 연구 결과를 통합한

지만 자기 용서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애착손상을 경험한

없는 것이다. 자기용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

중년 여성들의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을 향한 파괴적 행동과 심리적 고통을 불러

서는 배우자에 대한 용서를 증진시키고 애착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감소시킬 필요

넷째, 본 연구에서 용서의 세 가지 차원

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 자기 용서와 상황용서는 매개효과가 유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하지 않았으며 타인용서만이 유의한 매개효

한계점과 그에 대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용

다음과 같다.

서는 부부 적응을 증진시키는 직접적인 요인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이자 매개요인이라고 보고한 결과(Meneses &

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

Greenberg, 2014)와 부부갈등은 배우자에 대한

여 지역적 표집의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보고(양영숙, 김봉

를 중년기 여성 전체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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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일 것을 제언한다.

이론적 발전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손상을 이미 경험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애착손상(attachment

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injury)’에 주목하고 부부 적응에 영향을 미치

분석하였으므로, 현재 부부관계에서 애착손상

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더불

을 경험한 중년기 여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어 그동안 주로 타인용서에만 초점이 맞추어

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

져왔던 용서의 하위 요인을 자기용서, 타인용

의 애착손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떠한 사

서, 상황용서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분석

건들로 인해 애착손상이 유발되는지, 그 고통

을 실시함으로써 용서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의 강도와 그에 따른 해결은 어떻게 해나가는

적용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할 것을 제언
한다.

실천적 발전 측면에서 부부상담시 애착손상
에 주목하고 애착손상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

대한 타인용서를 증진시키는 상담 개입을 실

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신혼기, 중년기,

시하여 부부 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노년기에 이르는 발달주기와 관련하여 애착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상 실태와 애착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부

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할 것을 제

부불화의 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

언한다.

를 제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넷째, 부부관계란 남편과 아내의 유기적 관
계로 이루어지므로 남편들의 애착 손상 또한

한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려의 대상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인 남
편들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애착 손상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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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Injuries and Dyadic Adjustment among Middle-aged Women: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Hye-Jin Koo

Mia Seo

(Dankook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among
middle-ag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attachment injuries in their marital relationship. Methods: Data
from a sample of 327 married women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using Amos
18.0. Res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forgiveness and situation forgiveness were not significant;
however, spouse forgiveness was significant.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middle-aged dyadic
adjustment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levels of spouse forgiveness, and the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enhancement of marital relationships, as well as an
educational program for middle-aged women with attachment injuries.
Keywords : attachment injuries, dyadic adjustment, forg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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