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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
양한나1, 최미경2

덕성여자대학교 아동상담전공1,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2

서론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자기 독립과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인

기로 향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일어나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기는 중요한 전환기로 여

겨진다(Erikson, 1968).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전환기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ification, and adolescent anxiety.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301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province. They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that consisted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and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Cronbach’s α,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PSS 18.0 was used.   
Results: First, the content and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had an effect on both adolescent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Second, unfairness parentification had an effect on both adolescent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Third, the frequency of marital conflict had an effect on emotional 
parentification. Further, the intensity, content, and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had effect on 
unfairness parentification. Fourth, unfairness parentification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nt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anxiety (state anxiety/trait 
anxiety). In addition, unfairness parentification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trait anxiety.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arentif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anxiety.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hows that marital conflict has an important 
effect on adolescent anxiety 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developing both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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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반면, 일부 청소년들은 많은 고통을 경

험하기도 한다(S. I. Kang, 20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의 2012년 상담경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2009년 9만 20건이었

던 상담 건수가 2012년 14만 9307건으로 66% 늘었고, 정신건

강 관련 상담은 6713건에서 1만 3767건으로 100% 이상 증가

했으며 방문상담 3천 500건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감, 자살, 자

해 등 정신건강 상담이 25.5%(88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

계청·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14년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가 7.4%로 가장 많았고, 자살생각과 

관련한 여러 변인들 중 우울과 불안이 가장 강력한 매개변인

으로 언급되고 있다(B. Y. Kim, 2008; M. Kim & Kim, 2013; D.-

K. Moon & Kim, 2011).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불안이 청소년의 심리건강 

적신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혼란

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불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주로 시험불안, 발표불안 등의 특정불안과 사회

불안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불안과 우울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S.-G. Choi, 2017; J. Kim, 2011; M. H. Kim, 

2017; Y. J. Lee, 2013; J. W. Yoo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불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불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조사한 국내외 연구들(Eoh, 2005; Han, Lee, 

& Row, 2014; Jeong Soo Lee, 2006; S.-M. Lee & Yoo, 2013; 

Plunkett, Henry, Robinson, Behnke, & Falcon, 2007; Shin & Ha, 

2010)이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불안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

어 온 변인들은 개인의 특성 및 환경적 변인이었으며, 환경적 

변인들로는 가정, 또래집단, 학교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Eoh, 

2005; Jeong Soo Lee, 2006). 이 중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졌으며(S. Y. Park, Lee, 

Song, & Soenens, 2008), 특히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과 관

련이 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Davies & Cummings, 1994; Lim 

& Yoon, 2010). 실제로 부부갈등은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과 밀접히 관련되었으며(Hwang, 2000; E. H. 

Song, 2005), 부부갈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우울과 불

안이 심해졌다(A.-R. Jo, 2014). 또한 M.-K. Choi (2012)의 연구

에서도 자녀가 부모간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부

부갈등의 강도가 높고 빈도가 잦고 잘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

의 내용이 자녀 본인에 관한 것일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관련이 깊은 부부

갈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부부갈등과 자녀의 불안 등의 심리

적 부적응을 조사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그친다(J.-Y. Kim, 

2007; Jeong-Soon Lee, 2010; K. M. Yoon, 2011). 청소년기는 신

체적, 정서적, 변화들을 겪으며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로(Achenbach, 1991) 가족 내 갈등, 친구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W.-K. Choi, 2004), 특히 

이 시기에 가정 내에서 부모간의 갈등을 경험할 때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

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부

부갈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부부갈등 외에 가정환경 내의 경험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부

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 자녀간의 역할전이인 

부모화(parentification)가 주목된다(Bozormenyi-Nagy, Spark, 

1973). 부모화와 관련해 Bowlby (1977)는 “역전된 부모 자녀관

계(inverted child-parent relationship)”로 그 심각성에 관해 언급

하였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한 자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자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며 자녀의 정

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Jurkovic, 1997). 이와 

같이 부모화가 여러 형태의 개인 . 가족의 역기능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국외에서는 부모화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Byng-Hall, 2002; Wells & Jones, 

2000). 부모화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이며 적절할 수 있다는 것

을 주장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Earley & Cushway, 2002), 가정 

안에서 가중되었거나, 분명하게 정해져있지 않거나, 부모의 

권위와 지지가 결여된 책임감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발생

시켰고(Kerig, 2005),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비

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였으며 불필요한 걱정, 사회

적 소외감,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였고(Byng-Hall, 2002) 수치

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정신적 분열

을 보이기도 했다(Wells & Jones, 2000). 또한 부모화는 내재적, 

외재적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 낮은 온정성 및 지지에 관한 지각과도 관련이 있었다(Peris, 

Goeke-morey, Cummings & Emery, 2008). 우리나라에서는 Cho 

(2004)가 부모화는 자녀에게 과중한 책임을 주고, 부모화된 자

녀의 행동은 가족의 암묵적인 역할기대 안에서 유지되기 쉬우

며, 부모화된 자녀들이 느끼는 불공평성과 표현되지 못한 욕

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특히 불공평한 경험을 한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감, 분노, 화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

었고,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고 자기주장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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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K. M. Kim, Lee, Jung, Jung, & Lee, 2006). 

또한 자녀가 부모화를 경험할수록 사회적 안녕감이 높아져 사

회적인 맥락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부모화의 적

응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서도, 그와 반대로 정서적 안녕

감은 낮아져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Soon Hwa Yoo, 

2010).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효를 강조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배려하며 어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하는 즉 어

른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유교적 문화가 이어져, 성인

기 이전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자녀들이 유

능하고 적응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부모화는 

국내 연구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으며 국내의 부모화 

관련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부모화가 자녀의 심

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가 보고되는 만큼 자

녀의 부모화, 불안과 같은 정서발달 관련 변인을 조사하는 학

문적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국내의 부모화 관련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J. Y. Lee, 2017; Oh, 2017) 청소

년기의 부모화 관련 연구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Ham, 

2015; J. H. Kim, 2017; Y. S. Park, 2016)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하기 쉽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여유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적응 곤란을 겪을 위험이 있어(Ko, 2007), 특히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심리사

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부모화를 조사하였다. 

한편,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경계

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자녀는 부모 중 약

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가족 역동은 자녀에

게 집안에 대한 지나친 책임을 부여하고 일찍부터 성인의 역

할을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Boszormenyi-Nagy & Spark, 1973; Minuchin, 1974)고 하였다. 

또한 부모 중 취약한 한쪽은 심지어 배우자와 같은 수준의 친

밀성을 자녀로부터 기대하며 자녀로 하여금 파트너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해, 결과적으로 자녀는 가족의 희생

양이 된다(Jacobvitz & Sroufe, 1987)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제

로 부부갈등의 위험 수준을 높게 인식한 청소년이 어머니로부

터의 부모화 수준도 높게 보고하였고(Peris et al., 200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과 자녀의 부모화 경험 정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Cho, 2004; Son, 200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이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S.-M. Kang, 2014; 

Oh, 2017). 그러나 부부갈등과 부모화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부부갈등이 부모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부갈등과 부모화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

지만, 부부간의 갈등을 경험한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부

적응이나 문제행동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입증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M.-S. Kim, 2006). 많은 연구들에서 부

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은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으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약하므로 정확한 관련성을 보기 위

하여 조절요인이나 매개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Fincham, Grych, & Osborne, 1994). 국외에서는 부모화가 부

부갈등에 노출된 자녀의 무능감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정 내의 폭력이 심해짐에 따라 부모화가 증가하고 결국 자

녀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유발된다는 결과를 통해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한 연구가 보고되었다(Andree & Martin, 

2011). 그러나 국내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사이의 매개

요인 및 조절요인에 대한 연구는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부

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관련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

다(Jang, 2006; A. Jo, 2011; Jeong-Soon Lee, 2010). 부부갈등의 

영향을 받아 부모화된 행동은 유능하고 적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지되기 쉽고 자녀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으므

로,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가 미치

는 결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부모화를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종합해 보면 환경적 요인인 부부갈등과 부모화는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이며 각 변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화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를 비

롯하여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부모화와 청소년의 불안, 

부부갈등과 청소년 부모화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

에서 청소년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도 탐색해 보았다. 

연구문제1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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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 

부모화가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부부갈등이 청소년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부모화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G구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

년, 2학년 남녀 청소년 301명이다. 연구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 사회적, 

신체 생리학적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적

응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J.-M. Ahn 

& Ahn, 2012; Chae, 2001). 또한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하므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며(M. S. Choi & Kang, 2008)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잘 

이루지 못할 경우 정체감 혼미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Erikson, 

1968).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을 살펴보면 청소년

의 성별 구성은 총 301명 중 남자 청소년이 108명(35.9%), 여

자 청소년이 193명(64.1%)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161명

(53.5%), 2학년이 140명(46.5%)이었다. 출생순위는 둘째가 

120명(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첫째 117명(38.9%), 

외동 40명(13.3%), 셋째 이상 24명(8.0%) 순으로 나타났다. 부

의 연령은 46세∼50세가 127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51

세∼55세(28.2%), 41세∼45세(24.6%), 56세 이상(3.3%), 36세

∼40세(1%)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23

명(40.9%)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39.5%),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10%), 대학원 이상(5.3%), 초등

학교 중퇴 또는 졸업(1.3%),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1%), 무학

(.3%)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에 있어서는 회사원이 96명

(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21.9%), 기타(12%), 서비

스직(9.3%), 일반 사무직(5.6%), 일용직(5%), 전문직(5%), 무

직(3.7%), 기업주(3%)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은 41세∼45

세가 137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46세∼50세(34.6%), 

51세∼55세(11.6%), 36세∼40세(5.6%), 56세 이상(2.7%)순으

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48명

(49.2%)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34.2%), 전문대 졸업 또

는 대학교 중퇴(8.6%), 대학원 이상(3.3%), 초등학교 중퇴 또

는 졸업(2.3%),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1.3%)순으로 나타났

다. 모의 직업에 있어서는 무직이 111명(36.9%)으로 가장 많

았으며, 서비스직(17.6%), 회사원(15.9%), 자영업(9.3%), 기타

(8%), 일반 사무직(4.3%) 전문직(4%), 일용직(1.3%), 기업주

(0.3%)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 (1970)이 

특성–상태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J. T. Kim (1978)이 한국

판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

위요인은 상태불안, 특성불안이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으로 상태불안은 “나는 쉽

게 피로해진다.”, 특성불안은 “나는 긴장되어 있다.”와 같은 내

용을 포함한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상태불안

이 .88, 특성불안이 .92 였다.

부부갈등

Grych, Seid와 Fincham (1992)이 아동이 부모의 갈등을 직접 평

가 하도록 고안한 도구인 ‘자녀가 인지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Kwon과 Lee (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하고 이를 다시 Seoung 

Hee Yoo (2001)가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지

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의 8개 하위척도 

44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도, 강도, 내

용, 해결에 해당하는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8가지 요인 

중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이 특히 자녀에게 직접적,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0)와 자녀

의 행동문제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를 높게 지각하고, 갈등

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지

각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won & Lee, 1999; Roh, 

2005)에 근거하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으로 빈도는 “우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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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강도는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

를 많이 내신다.”, 내용은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해결은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

로에게 화가 나 있으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내적합치

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빈도가 .89, 강도가 .86, 내용이 .84, 

해결이 .90이었다.

부모화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등(2010)이 개발한 부모화 척

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Youth [FRS-Y])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ung-Sook Lee와 Kim (2007)이 번안하였고 J. Kim 

(2011)이 사용하였다. FRS-Y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공정성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구

분되며 총 3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J. Kim 

(2011)의 연구에서처럼 하위척도 중 공정성에 해당하는 문항

을 부모화 맥락에 맞추어 불공평성으로 역코딩하여 점수화하

였다. 하위요인별 문항으로 물리적 부모화는 “나는 종종 내 형

제들의 숙제를 도와준다.”,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들은 종종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불공평성은 “우리 집에서 나는 내 몫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

한다. 연구대상자가 외동이거나 막내 자녀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문항은 데이터 입력 시 공란으로 처리했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값은 물리적 부모화가 .73, 정서적 부모화

가 .70, 불공평성이 .83이었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에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연구자가 학교로 직접 방문

하여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개인 정

보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등을 전달하고 2014년 12월 22일

부터 12월 26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직

접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415부

를 배부하였으며 415부가 회수되어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어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86부(20.7%)와 

미사용 28부(6.75%)를 제외한 총 301부(72.5%)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

째, 변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부부갈등이 청소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가 청소

년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청소년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

부갈등과 청소년 불안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부모화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초분석

부부갈등 및 부모화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및 부모화와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

라 부부갈등, 부모화, 불안에 대한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다음으로 부부갈등 및 부모화와 청소년의 불안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Table 1). 먼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

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

용, 해결이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39, p < .001; r = .39, p < .001; r = .30, p < .001; r = .39, p < 

.001),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이 청소년의 특성불

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01; r = .33, p < 

.001; r = .28, p < .001; r = .34, p < .001). 다음으로 부모화와 청

소년의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화의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성이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 = .14, p < .05; r = .26, p < .001; r = 

.33, p < .001), 부모화의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성이 청소년의 특성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1, 

p < .05; r = .23, p < .001; r = .34, p < .001). 마지막으로 부부갈

등과 부모화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은 부모화의 물리적 부모화와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고(r = .20, p < .001; r = .20, p < .001; r = .14, p < .05;   

r = .22, p < .001),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은 부모화

의 정서적 부모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52, p < 

.001; r = .50, p < .001; r = .26, p < .001; r = .44, p < .001), 부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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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은 부모화의 불공평성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r = .44, p < .001; r = .47, p < .001; r = .27, p < 

.001; r = .43, p < .001).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부부갈등 빈도, 부부갈등 강도, 부부

갈등 내용, 부부갈등 해결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

의 불안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청소년

의 상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갈등 내용, 부

부갈등 해결이 청소년의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β = .20, p < .001; β = .21, p < .05) 그 설명력은 21%이었다. 다

음으로 청소년의 특성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부부

갈등 내용, 부부갈등 해결이 청소년의 특성불안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으며(β = .19, p < .001; β = .19, p < .05) 그 설명력은 

15%이었다(Table 2).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rital Conflict, Adolescent Anxiety, and Parentification 

1 2 3 4 5 6 7 8 9

Marital conflict

1. Frequency —

2. Intensity .84*** —

3. Content .31*** .37*** —

4. Resolution .78*** .75*** .22*** —

Parentification

5. Instrumental .20*** .20*** .14* .22*** —

6. Emotional .52*** .50*** .26*** .44*** .53*** —

7. Unfairness .44*** .47*** .27*** .43*** .52*** .60*** —

Anxiety

8. State .39*** .39*** .30*** .39*** .14* .26*** .33*** —

9. Trait .34*** .33*** .28*** .34*** .11* .23*** .34*** .86*** —

M 2.78 2.62 1.92 2.70 1.56 1.81 1.84 2.42 2.32

SD .95 .89 .80 .90 .45 .50 .50 .41 .43
Note. N = 301.
*p < .05. ***p < .0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Anxiety (β) 

Adolescent state anxiety Adolescent trait anxiety

Marital conflict

 Frequency              .11               .11

 Intensity              .06               .02

 Content              .20***               .19***

 Resolution              .21*               .19*

R²              .21               .15

F(df1, df2)            19.59***(4, 296)             14.55***(4, 296)
Note. N = 30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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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가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가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

공평성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불안의 하위변인

들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상태불안을 종

속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불공평성(β = .30, p < .001)이 청소년

의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1%이었

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특성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

과, 불공평성(β = .34, p < .001)이 청소년의 특성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1%이었다(Table 3).

부부갈등이 청소년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부갈등의 4가지 하위변인들

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 빈도(β = .31, 

p < .01)가 정서적 부모화에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9%이었다. 또한 부부갈등의 강도, 내용, 해결이 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5; β = .13, p < .05; β = .19, p < 

.05) 그 설명력은 25%이었다(Table 4).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적 역

할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

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첫째,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

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entification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Anxiety (β) 

Adolescent state anxiety Adolescent trait anxiety

Parentification

Instrumental            -.08           -.11

Emotional             .12            .08

Unfairness             .30***            .34***

R²             .11            .11

F(df1, df2)  13.31***(3, 297)          13.78***(3, 297)

Note. N = 301.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a Predictors of Parentification (β)  

Parentification
Instrumental Emotional Unfairness

Marital conflict
 Frequency         .03          .31**         .06
 Intensity         .04          .19         .23*
 Content         .09          .08         .13*
 Resolution         .15          .04         .19*

R²         .04          .29         .25
F(df1, df2)     4.46**(4, 296)     31.16***(4, 296)    24.21***(4, 296)
Note. N = 3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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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앞의 Table 1 연구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4가지 

하위요인, 청소년의 불안의 2가지 하위요인, 부모화의 3가지 

하위요인이 기본 조건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부부갈등과 청소

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 기본과정

인 다중공선성 위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Tolerance)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각각 0.1

이상(.87∼.99)과 10이하(1.00∼1.14)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실

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Berry & Feldman, 1985).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이 매개변인인 청소년 부모

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중다회귀분석에서

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이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매개변인인 청소년 부모화를 새로

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청

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

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공

평성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부모화 및 정서적 부모화의 매개

적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상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공평성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상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공평성의 매

개적 역할을 알아본 결과(Table 5), 첫 번째 단계에서 부부갈

등 강도, 내용, 해결은 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5; β = .13, p < .05; β = .19, p < .05),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

부갈등 내용, 해결이 청소년의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 .20, p < .001; β = .21, p < .05). 세 번째 단계에서 부부

갈등의 강도, 내용, 해결과 불공평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불공평성은 청소년의 상태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14, p < .05), 부부갈등 내용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β = .20,   

p < .001 → β = .18, p < .01). 즉, 불공평성은 부부갈등 내용과 

청소년의 상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불공평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44( p < .001)로 유의하였다.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특성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공평성의 매개적 역할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특성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공평성의 매

개적 역할을 알아본 결과(Table 6), 첫 번째 단계에서 부부갈

등 강도, 내용, 해결은 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쳤으며(β = .23, p 

< .05; β = .13, p < .05; β = .19, p < .05),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

부갈등 내용, 해결이 청소년의 특성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β = .19, p < .001; β = .19, p < .05). 세 번째 단계에서 부부

갈등의 강도, 내용, 해결과 불공평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불공평성은 청소년의 특성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 

= .19, p < .01), 부부갈등 내용의 영향력은 감소하였고(β = .19, 

 p < .001 → β = .17, p < .01), 부부갈등 해결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19, p < .05 → ns). 즉, 불공평성은 부

부갈등 내용과 청소년의 특성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적 

Table 5 
Hierarchical Analysis: Mediating Role of Unfairness Parentific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State Anxiety (β)  

Independent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Unfairness State anxiety State anxiety
Marital conflict

 Frequency        .06        .11        .10
 Intensity        .23*        .06        .03
 Content        .13*        .20***        .18**
 Resolution        .19*        .21*        .19*

Unfairness        .14*
R²        .25        .21        .21
F(df1, df2)  24.21***(4, 296)  19.59***(4, 296)  17.09***(5, 295)
Note. N = 3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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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고, 부부갈등 해결과 청소년의 특성불안 간의 관계

에서 완전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불공평성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각

각 z = 3.10 ( p < .001), z = 3.10 ( p < .001)으로 유의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부부갈등 및 부모화가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갈등이 청소년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화

가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

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높았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청소년 자신에 관한 것일수

록,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상태불

안과 특성불안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갈등이 불안, 

위축, 우울,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적인 장애와 관련이 많다

는 연구결과(N.-Y. Kim, 2016) 및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적 부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Hwang, 

2000), 그리고 부부갈등이 우울, 불안과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Song, 2005)와 유사하다. 또한 이

는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관련된 것일 때 아동이 분노, 수

치심, 무력감, 자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S. J. Park, 

1996) 및 부부갈등이 발생한 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동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이는 

부모 간 갈등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은 자신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며, 부부갈등

이 발생한 후 해결이 안된 경우 청소년은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는 청소년의 불안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

녀에게 노출되는 횟수가 많고, 사소한 말다툼보다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격렬한 부부싸움을 목격한 자녀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S.-S. Ahn, 2014), 부모의 갈등 형태가 더 심각할수록 아

동이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아동의 주관적인 우울감과 행동문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S. J. Park, 1996)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밖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부모님의 부부갈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지각하기 어렵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청

소년이 부부갈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더라도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문제로 다투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청소년은 부부갈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모는 자녀가 없는 곳에서 상의하거나, 자녀

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녀에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부부갈등 상황일 때 부모는 가능한 한 빨리 화

Table 6 
Hierarchical Analysis: Mediating Role of Unfairness Parentific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Trait Anxiety (β)                    

Independent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Unfairness Trait anxiety Trait anxiety

Marital conflict

 Frequency        .06        .11        .10

 Intensity        .23*        .02       -.02 

 Content        .13*        .19***        .17**

 Resolution        .19*        .19*        .16

Unfairness        .19**

R²        .25        .15        .18

F(df1, df2)  24.21***(4, 296)  14.55***(4, 296)  13.92***(5, 295)

Note. N = 301.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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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하거나, 단시간에 부부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서는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여 청소년 자

녀가 겪을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화된 청소년일수록 불안이 높았다. 즉, 청소년 자

녀가 자신이 가정에서 불공평하게 책임을 맡는다고 지각할

수록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

구결과는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일수록 이후에 우울, 불

안, 물질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부모화된 자녀

들은 병리적일 정도의 돌봄을 수행함에 따라 종종 우울과 자

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Byng-

Hall, 2002) 및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안녕감 수준이 낮아

진다는 연구결과(S. H. Moon, 2014), 그리고 부모화된 자녀일

수록 부모를 보살피고 베푸는 입장에서 불공평한 경험을 하고 

표현되지 못한 욕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밝힌 연

구결과(Cho,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화 경험 중에

서도 특히 불공평성을 높게 경험하는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

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감, 분노, 화 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고 자기

주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며 본인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

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K. M. 

Kim et al., 2006)와도 비슷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인지적으로 가능해지기 때

문에 실제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맡게 된 물리적인 일의 양이

나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지나치게 만족시키려는 노력의 정도 

보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공평한지의 여부

가 청소년의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는 청소년의 불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화의 하위변인 중 특히,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성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M. S. Choi & Kang, 2008)와는 일부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성을 함께 하

위요인으로 고려했을 때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에 비

해 불공평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가정에서 

지나치게 부모화된 청소년의 행동을 착한 행동이나 적응적인 

행동으로만 받아들여 그대로 두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으로 가

려진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불안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의 일을 나누어 맡을 때에 청소년 자녀가 불공평하게 책임을 

떠맡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간의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부모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날수록 청소년

은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지나치게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부부갈등의 강도가 세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청소

년 자신에 대한 것이며 부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수

록 청소년은 가족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맡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으면 일차적 연합이 부부

사이에 있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게 되면서 청소년 자

녀는 부모화 경험을 하게 되고, 특히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

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E. J. Song, 2010) 및 부부갈등의 빈

도가 정서적 부모화를 설명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Son, 200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부부갈등이 심한 부부

는 서로 간에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워 부모 사이에 

있는 자녀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고자 지나치게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

다. 

반면 부부갈등은 물리적 부모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갈등의 강도와 내용이 물리적 부모화를 설

명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것(Son, 2007)과는 다른 연구결

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청소

년으로 학업과 입시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서보다 학

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집에 있더라도 부모가 

요리하기, 청소, 세탁, 아픈 가족 구성원 돌보기 등과 같이 일

반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되는 물리적 책임을 청소년 자녀에게 

떠맡기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

모화된 자녀들이 부부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부모

를 더 많이 보살피고 불공평을 느끼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갈등 상황에서 지나치게 부모를 위로하거나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하는 청소년 및 가족 간에 역할을 불공평하게 떠맡거

나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을 양육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공평성은 부부갈

등 내용과 청소년의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불공평성은 부부갈등 해결과 청

소년의 특성불안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

는 부부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자녀의 대처 노력이 때

때로 갈등을 그치게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직접적으로 부부갈

등에 개입하여 화해시키려 하면 부부갈등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으로 번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분노나 공격이 야기 될 수 



59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fication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가 안정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지각하게 된다는 연구결과(Son, 2007) 및 자녀가 부모의 일방

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왜곡된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와 자

녀의 역할이 바뀌어 나타나는 부모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결과(Y. T. Kim, 2000)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공평성이 부분

매개 한다는 연구결과(J. Kim, 201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는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적 부

모화가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결과(J. Kim, 2011)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J. Kim (2011)의 연구에서 우울불안

이 내재화 부적응의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어 불안과 우

울의 이질성이 고려되기 어려웠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

안, 특성불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불안을 조사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는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모

가 청소년 자녀에게 정서적, 물리적인 역할을 요구할 때, 실제

로 그 역할을 얼마나 맡는지 보다 그것이 공평한지의 여부가 

청소년의 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단순히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

해 경험하는 불안뿐만 아니라, 부모간의 갈등 상황에서 본인

이 불공평하게 책임을 맡게 된다고 지각하며 심리내적인 갈등

과 억압된 욕구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불안 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데 있어 부모화가 중요한 변인이며 이에 관한 심

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집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

구의 자료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

로 인해 그 결과가 과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부모의 보고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보고 

뿐 아니라 부모의 보고까지 고려하여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표집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해 분석하여 각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갈등과 불안 및 부부갈

등과 심리적인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극히 적어,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하위요인 별로 이루어지는 데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물리적 부모화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난 연구는 J. Kim (2011)

의 연구가 유일하고, 물리적 부모화의 매개효과에 관해 연구

결과 간의 불일치를 보이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불안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일반화된 불안보다는 주로 내재화 장애, 사회불

안, 시험불안 등과 관련해 수행되었다. 또한 부모화에 관한 최

근의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대상이 주로 대학생

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갈

등, 상태불안, 특성불안, 부모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갈등 상황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여러 역할

을 불공평하게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가 그러한 

청소년의 행동을 적응적인 행동으로 여기며 강화하면 자녀의 

불안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상

황들이 부부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

등이 청소년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모화

를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부부갈등을 경험한 청

소년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자는 다른 탐색과 더불어 

청소년이 경험한 부부갈등 및 부모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부

모를 돌보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관심과 욕구 등을 희생하

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적응적인 행동이라 여겨지며 간과되

기 쉬운 부모화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은 충분히 적응적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청소년 자녀의 부모화된 행동은 병리적

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행동은 철든 행동, 착한 행동으로 

강화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되기 쉽고 그에 따라 청소년

은 자신의 심리내적인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결

국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는 이처럼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모화된 자녀에게 정서적

인 돌봄과 양육이 필요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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