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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녀 청소년 48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

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청소

년이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개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부부갈등, 가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482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self-esteem 

of adolescents. For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arit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as foun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self-esteem. Marital conflict had negative 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only for male 

adolescents.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mediated in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s among 

marital conflict, children’s self-esteem and adjustment in school contex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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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

며 생활하는 곳이자 청소년의 인격형성 및 성격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1], 학교생활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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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교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상호작

용이다[2].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적응의 여러 가지 측

면을 포함하는데,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성취와 학습노력

을 포함한 학업적 적응뿐만 아니라, 행동적 적응, 사회

ㆍ정서적 적응, 그리고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환경에 

대한 지각정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3].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청소년 

적응 중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

응은 이후의 정서적, 심리적, 학업적 기능성 같은 사회정

서 발달과 관련된다[4].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적응 문제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규명되어왔다

[5]. 가족관계 중 특히 자녀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부모 간 빈번하고 지

속적인 갈등으로[6], 부부갈등은 자녀의 적응을 저해하

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7]. 선행 연구에서는 자

녀의 적응에 대한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관적

으로 밝히고 있다[8]. 자녀가 가족 밖의 학교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부부갈등의 부정

적 가족 경험이 지침으로 작용한다[9]. 높은 수준의 부

부갈등에 노출되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갈

등적 행동패턴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이 맺는 다른 관

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0].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

구들을 보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

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11-12] 보고되고 있다. Jung[13]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간 관계를 친밀하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더 심각하고 

빈번하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수준이 더 높

게 나타났다[14].

한편, 부모가 심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 자녀는 슬픔, 

수치심과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며[15], 부모의 분노

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16]. 부부갈등은 자녀에

게 부모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게 함으로써 자

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17]. 부부갈등이 자녀의 낮

은 자아존중감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힌 장기 종단적 연

구를 통해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만

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18]. 

국내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12, 19-20], 

부모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

정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된다[22]. 자아존

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적

응 수준이 낮은 성취 행동을 결과한다[23]. 자아존중감

이 낮은 청소년은 또래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

렵고[24] 자기 가치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을 추구하며[25], 도움이 필요할 때 교사에게 요청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교적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26].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

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27-30]. Jung[31]의 연

구에 의하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학업능

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가치감이 초기 청소

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32]. 종단연구에

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

중감이 확인되었다[33]. Park과 Yoon[34]의 연구에서

는 부모와 관련된 환경적 변인보다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이 초중등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11년 동안 장기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26], 자아존중

감은 학업중단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부부갈등이 자녀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 영

향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5-10] 이루

어졌지만, 부부갈등이 어떻게 자녀의 적응을 결과하는

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 간 관련성에서의 매개역할을 통해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신에 대

한 평가와 관련되며,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학교적응

의 관련성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이제까지 부부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서 매개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행해져 왔으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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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며, 더구나 

성별에 따라 이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

함에 따라 부부 간 갈등의 심각도가 점차 증가하여 초

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 사이에 극에 달한다[35].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심해지는 초기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요인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청

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였다. 

첫째,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남녀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 간 관련성은 어떠한가?  

셋째,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서울시에 있는 4개 중학교  3학년 학생 600

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회수된 548부의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

단된 질문지를 제외한 후 482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32명(48.1%), 

여학생이 250명(51.9%)으로 구성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부부갈등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수정하여 만든 Seo[3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부부 갈등상

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부부갈

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다.  

2.2.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37]

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

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

하는 5문항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

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저 10점에서 최

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자신에 대한 존중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내적 일관성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876이었다. 

2.2.3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38]

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교교사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

교생활적응, 학교환경적응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95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변인의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치를 산

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earson’s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Baron

과 Kenny[39]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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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성별 차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부부갈등, 자아존중감과 학교생

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Table 1과 같이 t-test를 통

하여 검증하였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의 자

아존중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480)=2.115, p<.05),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부부갈등의 차이를 검

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480)=-0.888, p=.375).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480)=.464, p=.643). 

3.2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

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별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

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r=-.334, 

p<.001)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

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575, p<.001).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r=-.398, 

p<.001)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 수준을 높은 것으로 인식한 남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학교생활적응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자 청소년은 긍정적

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r=-.264, p<.001)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r=-.253, p<.001)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학교생

활적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608, p<.001). 즉,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

로 인식한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았고 부

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학교생활적응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ex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t

N M SD N M SD N M SD

marital conflict 482 3.738 .831 232 3.703 .836 250 3.771 .826 -0.888

self-esteem 482 3.561 .698 232 3.630 .695 250 3.496 .696   2.115*

school adjustment 482 3.565 .663 232 3.579 .700 250 3.551 .627   0.464

*p<.05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1. marital conflict 2. self-esteem 3. school adjustment

1 1   -.264*** -.253***

2 -.334*** 1 .608***

3 -.398***   .575*** 1

*Coefficients below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males; 

coefficients above the diagonal are correlations for females.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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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과 Kenny[39]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 별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3, 4와 같다.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자

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334, p<.001),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398, p<.001). 3단계에서 부부갈등과 자아

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498, p<.001), 부부

갈등의 효과는 3단계에서  2단계보다  다소 감소하였

다(β=-.231, p<.001).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학교생

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부

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갈등이 남자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부

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남자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1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자

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

=-.264, p<.001),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여자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53, 

p<.001).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β=.582, p<.001). 독립변인인 부부

갈등의 영향은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그 크기가 

감소하였고(β=-.100, p<.10), 자아존중감과 동시투입 

되었을 때 독립변인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p=.056). 따라서 자아존중감

은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

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

년은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경험하였다.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male) 

Step β t p R2

1 marital conflict   →   self-esteem -.334 -5.382 .000 .108

2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398 -6.574 .000 .155

3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498 8.997 .032

.373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231 -4.183 .000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female)

Step β t p R2

1 marital conflict   →   self-esteem -.264 -4.312 .000 .066

2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253 -4.124 .000 .060

3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582 11.190 .000

.374

marital conflict   →   school adjustment -.100 -1.918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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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남녀 청소년 48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이 인식한 부부

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서 나

타난 성별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40]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에서 성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

체적인 학교생활적응에서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4]와,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도 갈등이 적고 학업능력도 뛰어나다는 

연구결과[41],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42]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

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스트레스에의 지속

적인 노출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들

[43-44]과 일관적인 결과로, 부부갈등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자녀는 부부갈등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

하며, 이는 자녀의 자신에 대한 가치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셋째,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

타난 선행연구 결과[27-30]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아존

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짐으로써 학교환경에서 또래 및 교

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수업이나 학교

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45], 학교생활

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남녀 청

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

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

므로, 부부갈등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 미친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장기의 가족경험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

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

부갈등은 남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 기술이나 사회적인 능력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46]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부부갈등은 자녀가 부모 간

의 적대감과 분노를 모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다루는 방

법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47],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가

족경험이 가족 외부환경인 학교생활로 전이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여섯째,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

년 집단에서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부갈등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부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여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과 관련되는 과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부부갈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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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

모를 포함한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 가족생활교육 프로

그램 및 가족상담 등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개선함으로

써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

아존중감 손상으로 인한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이 

학생 개인상담 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도 포함하도록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 간의 심한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해 부부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이나 교육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관계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

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 청소년 자녀

가 자신의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학교환경에서의 적응과 관련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자

아존중감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 

내적 요인은 가족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제시하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 간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자녀의 

가족경험과 개인 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

성과, 또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중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

로 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부갈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관련되는 

과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

으나 성별 차이를 비교한 집단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성별 차이를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

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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