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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혼자를 상으로 부부간 의사소통에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주와 남북지역의 기혼자 206명을 상으로 의사소통, 정서인식 명확성, 조망수용 련 설문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각 변인들은 상호 한 상 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혼자의 의사소통에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 의 

입장에 서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인 조망수용이 이루어질 때 보다 더 정 이고 합리 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 다.

■ 중심어 :∣정서인식 명확성∣조망수용∣의사소통∣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at the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perspective-taking on 

communication of married persons targeting 206 peoples. It set the clarity of emotional 

recognition and perspective-taking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ommunic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verified them. The results reveal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When 

looked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larity of emotional recognition, perspective taking, and 

communication of married people, each variable showd close correlation. It showed that the 

communication of married peopl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o the clarity of emotional 

recognition and perspective taking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bove,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e clarity of emotional recognition and perspective taking as factors that 

affect to the communication. It confirmed that more positive and reasonable communication is 

possible when understand the emotion clearly and the perspective taking which is the ability of 

standing in other people’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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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부란 구보다 가까운 친 감을 형성하는 계로 

개인의 가치 과 생활습 이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최

소한의 가족 단 이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성인

은 결혼생활을 이루어내는 과정인 부부 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1]. 부분의 부부는 이러한 

응기를 지나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

자면, 결혼은 피상 이고 이상 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실 인 생활의 연속이므로 심리 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경제, 계 등 다양하고 실제 인 문제

들이 동반된다[2].

Gottamn은 결혼을 하는 일곱 가지 요인 (7 

Marriage Killers)을 언 하면서 그  하나로 의사소통

의 부재를 들었고 Wambolt는 부부 계의 세 가지 요인 

즉 상황요인, 인성특성요인, 의사소통요인을 부부 응

의 3  요인으로 기술하 다[3]. 

부부 화의 질을 고려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에 

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먼

, 정서(emotion)란 선행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개인의 

생리․심리 인 내  변화의 상태로써, 주변 환경에 

처하고 응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4].

특히,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에는 정서를 알

고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뿐 아니라 확인하고 명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인과 이에 더하여 정서에 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개인은 그 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과 계측면에서 차

이를 갖게 된다[5]. 본인 스스로에 한 정서를 명확하

게 인식하게 되면, 보다 응 인 반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정서를 정

확하게 표 할 수 있게 된다. 

정서인식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요한 요인으로 인

식되고 있다. 정서 심 치료(Emotionally Focused 

Therapy: EFT)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을 이루어내는 

정서  반응에 근하여 그 정서  반응을 확장하는 것

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며[6] 이는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 속에 내재되어 있던 배우자 개인의 정서를 인식하

게 하여 그 정서를 개인에서 부부체계로 확장하고 부부

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안정 인 정서  교류를 진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7]. 

오세선[8]의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이 보편 인 인

계에서도 요하지만 특히, 부부 계의 질 인 부분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Long[9]

은 다양한 계에 한 일반  조망수용보다 부부 조망

수용이 결혼에 한 응을 더 잘 측한다고 하 다. 

이 듯 부부 계 안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하는 의사소

통과 정서인식 명확성, 조망수용에 한 이해와 올바른 

용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에 향을 주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자신의 의사를 달하고 계를 구축하며 유지하는

데 필수 인 의사소통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사

람들 간의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 등을 달함으

로써 상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향을 주고

받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된다[10][11].

의사소통은 사회  맥락 내에서 언어 인 행동과 비

언어 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의미를 달하거나 달받을 때 사용하는 모

든 내용과 단서가 포함된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의사소통은 결혼생활 만

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고[13], 이에 해 

Snyder[14]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에 한 효율  의사소통이 부부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7].

부부간에 원활하고 정 인 의사소통은 배우자에게 

친 감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에 민주 이고 평등한 부부 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15]. 그러기 해서는 배우자와의 의사사통에 

한 이해는 물론 배우자가 무엇에 한 의사소통을 하

려는 지에 한 정확한 지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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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효율 인 의사소통 능력은 부부 계를 건

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인 요소로 주장되어 왔으며

[17], 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

활 만족이나 자녀를 포함한 가정생활 체에 크게 향

을 미치므로 성공 이며 안정 인 결혼의 열쇠로 의사

소통의 역할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18].

2. 정서인식 명확성

부부가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하기 해서는 스스로

의 생각이나 정서에 하여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하고,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인 계

가 편안하고 즐거우며 의사소통의 능력과 사교성이 높

게 나타났다[19].

이경희[20]의 연구에서는 자기정서 인식이 높은 사람

일수록 본인의 감정을 잘 악하고 하게 반응하며 

타인에 한 공감능력을 높이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잘 단하게 되어 사회 으로 한 처를 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결국, 자신의 정서경험에 

해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상 방과의 계에

서 본인의 정서 상태를 알고 히 반응하여 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 방의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정서인식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에 

한 이해와 명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  감정을 

수용하는데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21]. 

낮은 정서인식을 하는 개인은 정서 인 경험을 올바

르게 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하여 왜곡된 지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특성

은 자신에 해 부정 인 표상을 형성하게 됨과 동시에

[22] 스스로에 한 확신을 버리게 되어, 자신에 한 

평가를 외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3].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은 정서 인 근을 차

단하게 되면서 결국 심리 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24].

한편,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 자아

탄력성, 자존감, 자기조 , 인 계,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  특성에 정 인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들은 건강한 자아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어 희생 이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계

에서 깊은 유 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계 안에서 자신감과 편안함을 가지게 하여, 타인에게 

극 으로 지지를 구할 수 있게 하고, 계의 형성과 

유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17][26].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기의 기분에 해 충분한 이해가 되었기 때

문에 그 기분에 맞는 능동 이면서도 응 인 정서의 

조 과 표 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서인식명확성은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게 되므로, 삶에 한 일반

인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27]. 

가사노동, 자녀양육, 가족여행 등 가족 련 다양한 문

제를 의논해야 하는 부부는 의사소통이 매우 요하다. 

의사소통은 부부간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

이다.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부부에게 스스로의 

명확한 인식은 요한 요인이므로 부부의 정서인식 명

확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망수용

결혼 계 내 상호작용을 진시키는 요인  하나가 

조망 수용 능력이다. 조망 수용은 역할 수용과 혼용되

어 사용되기도 하며 공감의 인지  요소로서 ‘자신이 

타인의 입장에 서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정의

된다[9].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단하는 사회 

인지 능력  하나로 개인이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는 가장 요한 인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부부

계에 용한 개념인 부부 조망수용(Dyadic 

perspective-taking)이란 자신을 배우자의 입장에 두어 

생각해보려는 인지  경향을 뜻한다[9].

조망수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공감에 해 

Rogers[28]는 부부 계에서 배우자를 자신의 에서

만 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비 단 , 비 평가 인 

태도가 필수 이라고 하 다. 이것은 배우자와의 계

에서 배우자를 있는 그 로 수용하는 태도로서 이러한 

공감능력은 상 의 을 이해하게 됨으로서 결혼의 

안정성과 응에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9]. 즉, 조망

수용능력은 부부가 각각 타인의 을 취하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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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에게 정 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부부의 정서  유 감과 친 감을 증진시켜 

결혼만족도에 요한 성격  변인으로 작용한다[11].

상  배우자 입장에서 그 을 이해하는 조망수용

은 타인 심 인 을 형성시키므로 부부갈등을 유

발하는 의사소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29]. 조

망수용이 낮을수록 계를 맺을 때 경쟁 인 갈등양식

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0]와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조망수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29]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사회  상황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조망을 수용함으

로써, 타인의 행 를 측하고 한 반응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인 계의 상호작용을 정 으로 

진시킨다[31]. 따라서 조망수용은 부부와 같이 한 

계를 맺고 있는 결혼 계 내에서도 요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망수용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 지만 타인의 에서 바라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지 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

하 다.  

1. 기혼자의 정서인식 명확성이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기혼자의 조망수용이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항을 

미칠 것이다. 

3. 기혼자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

이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기혼자를 

상으로 24세부터 79세까지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 다. 그  불성실하거나 일 된 답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24부의 자료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

으로 사용하 다. 자료 수집을 해 주와 인근지역

인 남북지역의 상자들은 연구자가 직  배포  수

집 하 고,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은 우편을 이용하 다.

2. 측정도구

2.1 정서인식 명확성(TMMS)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 [33]이 각 개인의 정

서지능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것을 이수정과 이훈구

[34]가 타당화하고 번안한 특질 기분 척도 (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스스로가 본인의 정서에 하여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

식하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부정 인 

정서에 해 얼마나 극 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

는지에 따라 정서에 한 명확성, 주의, 개선의 3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

일 성 신뢰도는 하 요인별로 각각 .63, .79, .89 이었

고, 체 .77 로 나타났다.

2.2 부부 조망수용(SDPT)

이성 교제 시 조망수용을 측정하기 하여 Long과 

Andrews[9]가 개발한 부부조망수용 자기보고척도

(SDPT :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

를 한혜 [3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SDPT는 총 

13문항의 자기-보고 질문지로 요한 계 내에 있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

구에서 내 일 성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2.3 의사소통(ENRICH)

부부의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해 Olson 등[35]에 의

해 개발된 Enriching and Nurt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ENRICH) 목록 에서 

허윤정[36]이 번안한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에서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 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와 그 지 않은 부부를 분류할 수 있는 

척도로, 총 29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 일

성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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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해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했다. 첫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

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 내 일 성 신뢰도를 산출하 다. 

둘째, 변인들 간의 계를 알기 해 단순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의사

소통에 주는 향을 확인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을 

확인했다. 넷째,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독립

변수의 다 공선성(multicolli -nearity)을 검토하 다. 

다 공선성은 공차한계 (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를 통하여 확인하 다. 모두 1.0으

로 나와 다 공선성은 없는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표 1]에 제시하

다. 성별의 분포로는 남성이 33명(16.3%), 여성이 172

명(83.7%)로 여성이 더 많았고, 결혼기간의 분포는 ‘20

년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년 미만 

32.5%, 10년 미만 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학  특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귀분

석을 할 때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 206)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3(16.3%)

연령

40대미만 56(27.2)

여자 173(83.7%) 40대 108(52.4%)

결혼
기간

10년미만 52(25.2%) 50대이상 42(20.4%)

20년미만 73(35.4)
교육
기간

고등학교졸업 56(26.7%)

30년미만 67(32.5) 대학교졸업 109(52.9%)

30년이상 13(6.8%) 대학원이상 41(19.9%)

2.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

[표 2]에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사소통간의 

상 계를 제시하 다. 각 변인들 간 상 계를 살펴

볼 때, 각 변인들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조망수용이 

.544
**, 정서인식명확성과 의사소통이 .350**, 조망수용

과 의사소통이 .468
** 로 상호 한 상 을 보이고 있

었다.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사소통의 평균은 

76.70, 102.38, 46.10 으로 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상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사소

통 그 하 변인 모두 간 이상으로 높은 수 을 가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1 2 2-1 2-2 2-3 3

1. 조망 수용 1 　 　 　 　 　

2. 정서인식명확성 .544** 1 　 　 　 　

 2-1. 정서인식 .422** .809** 1 　 　 　

 2-2. 정서 주의 .313** .624** .250** 1 　 　

 2-3. 정서개선 .415** .669** .357** .114 1 　

3. 의사소통 .468** .350** .272** .249** .217** 1

M 102.38 76.70 40.52 18.29 17.89 46.10

SD 15.91 8.82 4.83 3.87 3.73 7.45

** p<.001

3.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이 기혼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다.

표 3. 정서인식 명확성 및 하위요인과 의사소통 회귀분석

　 B SE β t F R²

정서인식
명확성

.632 .118 .35 5.337* 28.482*** .123

정서인식 .585 .238 .178 2.453*

9.534*** .124정서주의 .779 .28 .189 2.783*

정서개선 .563 .301 .132 1.87

조망수용 .999 .132 .468 7.557* 57.109*** .219

***p<.001

의사소통에 한 정서인식명확성 회귀분석을 살펴보

면, F=28.482
***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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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모

형의 설명력인 R²값은 .123으로 확인 되었다. 정서인식 

명확성의 하 요인과 의사소통의 회귀분석의 결과는 

정서인식(β=.238, p<0.05)과 정서주의(β=.28, p<0.0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의사소통에 한 조망수용 회귀분석을 살펴보면, 

F=57.109, 유의확률 p<.001로 통계 으로 유의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모형의 설명력인 

R²값은 .219로 확인 되었다.

4. 정서인식 명확성, 조망수용의 상호작용이 의사

소통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에 한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상

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

의 주효과가 F=30.613, 유의확률 p<.001로 통계 으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추가된 분석의 결과는 F=21.222, 유의확

률 p<.001로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

의 F값(F=21.222)이 주효과의 F값(F=30.613)보다 낮게 

나타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4. 정서인식명확성, 조망수용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분석

　 B SE β t F R²

정서인식
명확성

.245 .132 .136 1.853
30.613*** .232

조망수용 .841 .157 .394 5.372***

정서인식
명확성

-.757 .703 -.420 -1.077

21.222*** .240
조망수용 -.811 1.149 -.380 -.706

정서인식
×

조망수용 
.021 .015 1.176 1.452

***p<.001

Ⅳ. 논의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의 정서인식 명확성이 의사소통에 향

을 주었다. 이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삶의 만족도를 

측한다는 Extremera와 Fernandez –Berrocal[37에

서 재인용]의 결과와 부정 인 정서 수 이 계만족에 

요한 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38]와 일치 하

다.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노은숙[38]의 연구에서는 타

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교사의 의사 소통능력이 높았

다. 한 박상화, 하창순[7]의 연구에서도 정서인식명확

성의 하 척도인 정서인식, 정서주의, 정서개선이 모두 

부부간 의사소통과 높은 상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들

은 정서인식이 부부간 의사소통에 향을 주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기의 정서

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 방과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

부 계 안에서 더 원활하고 정 인 화를 할 수 있

고 나아가 반 인 결혼에 한 만족도 높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둘째, 기혼자의 조망수용이 의사소통에 항을 주었

다. 인지  공감능력인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의 수 을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부

들로 하여  보다 높은 결혼 만족도를 갖도록 돕는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9]을 지지하 다. 권윤아, 김

득성[29]의 부부갈등 악화 의사소통에 향을 주는 변

인으로 배우자 조망수용, 배우자 문제행동, 일상  부부

호응도를 확인하 다. 이러한 변인들은 부정  해석의 

매개변인을 통해 부부갈등 악화의사소통 행동에 향

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한 조망수용이 

갈등악화를 방할 뿐 아니라 정 이고 효율 인 의

사소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을 확인하 다.  

서윤희[40]의 연구에서 조망수용이 높으면 상 의 심

리  견해를 취하고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갈등상황에

서도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41], 조망수용은 

의사소통과 공감의 인지  선행요인으로 인 간 공격

성을 낮추며 이타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망수용은 타인의 감정과 사고 뿐 아니

라 타인의 동기까지 이해하고 측하여[42] 한 반

응을 하게 함으로써 인 계의 상호작용을 정 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328

로 진시킨다[31]. 실제로 Mohr 등[43]의 연구에서는 

조망수용결핍이 인 계의 자극  사건에 한 분노

를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 김성구[11]의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수 을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부들의 높운 

결혼 만족도를 갖도록 돕는다[39].

셋째,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용의 상호작용은 기

혼자의 의사소통에 향을 주지 않았다. 즉 정서인식 

명확성과 조망수 의 수 에 따라, 의사소통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것보다는 이들의 주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른 시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여 스스로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본인 스스로에 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보다 응 인 반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 는 표

된 정서에 한 반응을 하여 응 인 계가 가능해

진다.  

둘째, 기혼자의 정 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

여 자신이 상 의 입장에 서고 상 를 이해하는 능력인 

조망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망수용이 낮을수록 경

쟁 인 갈등양식을 사용하지만 조망수용이 높을수록 

정서  유 감과 친 감을 증진시키고 정 인 계

를 형성한다. 이러한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망수용

을 증진시키는 것은 부부간에 요한 일 일 수 있다. 특

히, 다양한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 배우자의 입장

에서 배우자를 정 인 시각으로 보려는 조망수용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일부 기혼자들을 

상으로 실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응답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고 과정에서 응답자 자신

의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아 의식 , 무의식 으로 방

어하거나 사회 으로 잘 보이고 싶어 바람직한 방향으

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 본 연구는 손아름의 석사학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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