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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dependent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marital adjustment(dyadic satisfaction, dyadic consensus, dyadic cohesion, 

and affectional expression) among married women.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25 married women who lived in Cheong-buk, 

in Gyeonggi province, Korea.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and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WIN version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In addition, a greater perceived 

amount of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wives was linked to highdyadic satisfaction in the wives'. Wives' destructive con-

flict-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dyadic satisfaction. 2)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less dependent personality was perceived, while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husbands was perceived, with the, wives' incidence of dyadic consensus appearing high. Husband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a dyadic consensus. 3)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In addition,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the husbands was linked 

to highdyadic cohesion in the wives'. Husband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to predict dyadic cohesion 

relatively. 4) The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wives was perceived, the higher the wives' affectional expression appeared. 

The wive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affection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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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체계이며 동시에 가족기능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

고 있는 현대인들은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

복하려 하기보다는 부부관계를 쉽게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

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6만 8천명이었

던 이혼 건수가 2009년 12만 4천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

하였고, 이혼율도 2008년보다 2009년에 6.4%의 증감률을 보

여 부부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문제는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물론 자녀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 가족 

전체에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의 안정을 위협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가족

관계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부부관계에서도 적응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고 있다(Kim, 1999). 부부적응이란 좁게는 부부

간의 차이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

는 사회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Wells, 1984). 

이러한 부부적응의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

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보다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내려진다. 문헌고찰을 통해 부부적응의 하위개념을 살

펴보면 행복감, 성적 적응, 신뢰감, 경제상황, 성격, 사회적 

지지자원,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

다(Beach & O'Leary, 1993; Kim, 1991; Lee, 1998).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부부적응을 구분하고 나열하는 차원에 

그쳐 부부관계의 속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한계점을 보

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의 질적인 속성과 동적

인 속성을 모두 고려한 Spanier(1976)의 다차원적 개념을 통

해 부부적응을 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

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부부적응에 관련된 개념과 관

련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적응의 하위 

차원인 부부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총칭하는 개념

으로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차이에서 오는 주관적 만

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부부일치도는 재정관리, 인생관 

및 가치관, 여가생활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정

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부부일치도를 통해 부부가 서로 간

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또한 부부결합도는 부부가 서로 간 

분리와 연결의 패턴을 형성하려는 욕구로 부부 공동의 활동

참여를 나타내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일차적 기

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애정표현은 부부간의 감정적 만족감 

및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결속을 

강화하여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panier, 1976).

이러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학자들은 학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초기 부

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성특성이나 애착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점차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패턴과 같은 관

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

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성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

이나 직업과 같은 일반적 배경요인보다 부부적응에 더 큰 영

향력을 미치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요인의 기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부부관계 적응에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

각되었다(Caughlin et al., 2000; Robins et al., 2000).

성격은 개인이 다양한 상황 안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특징적인 행동, 사고, 감정을 포함한다(Youn et al., 

2001). 그러나 빠른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

하게 벗어난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부적응적 성격이 주목받게 

되었다(APA, 1994). 이러한 부적응적 성격은 개인의 생활영

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부부

관계나 부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auser-

man et al., 1995; Coyneet al., 2002; Gutman et al., 2006; 

McGlashan et al., 2005; South et al., 2008). American Psy-

chiatric Association(1994)은 개인의 부적응적 성격을 10가

지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는 10가지 부적응적 성격 중 경

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이 부부적응과 관련

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Chag, 2009; Park, 2006; South 

et al., 2008).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

tion)는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의 유병

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

고하면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응적 성격 중 경계선적 성격은 높은 불안정성과 충동

성, 신경증의 특징을 보인다(APA, 1994). 경계선적 성격의 정

서적 불안정수준은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혼여성의 자기보고식 검사

에서도 정서적 불안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이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Daley et al., 2000). 또한 Whisman 

and Schonbrun(2009)은 이혼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충동

성과 신경증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계선적 성격이 부부적응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의존적 성격은 불안이 높고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

하며 다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특징을 보인다(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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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2000). South et al.(2008)은 의존적 성격의 여성은 남

편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일치도를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Gutman et al.

(2006)은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특

징인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는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의존적 성격과 부부적응간의 관

련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자기애적 성격은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자신을 긍정적

으로 지각하는 높은 자존감, 자유로운 감정노출의 특징을 보

인다(Kwon & Han, 2000). 이러한 특징 중 감정에 대한 낮

은 공감과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 또는 평가절하는 

부부적응을 어렵게 하며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발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Jang, 2009). 반면 Park and Kho(2005)의 연

구에서는 자존감을 높게 지각하는 기혼 여성이 자아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잘못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부부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부적응적 성격이지만 어떠한 성격적 특

성이 발현되는지에 따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성평등 사고의 확산은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관계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수

행에 따르는 기대와 인식에 차이를 가져와 부부간에 갈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 사고의 확산에 

따라 기혼여성의 부부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관계적 

특성으로 갈등행동을 규정하고 있다(Kim, 2009). 갈등행동

이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

가는 방식이며, 개인이 그 갈등 상황을 대응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오랜 기간 각기 

다른 가정에서 살아 왔던 부부가 신체적․정서적으로 공동생

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이 발

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갈등상황이라도 

갈등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부부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행동은 

부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Kim & Chung, 

2007).

갈등행동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갈

등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의 관계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ho, 2005). Kim and Cho(2000)는 갈등

상황 시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ung(2004)도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표출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할 경우 결혼안정성

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이는 부부가 결혼생활 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 갈등행동은 수동적 

회피, 신체적 폭력(Yi & Park, 2006)과 외부도움 의지, 감정

적 대처, 회피와 순응 및 체념, 기분 전환, 의견 강요(Kwon, 

1996) 등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이혼과 결혼 부적응을 예

측하는데 있어 파괴적 갈등행동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주

목받고 있다(Gottman, 1998; Heavey et al., 1993). 파괴적 

갈등행동은 언어적 공격성의 개념으로 타인에게 비난, 경멸, 

방어,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파괴적 갈등행동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결정짓는 단서를 제공하며, 7년 안에 부부의 이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부부적응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임

이 입증되었다(Gottman, 1998).

남편과 아내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 본 Heavey et al.(1993)은 부부가 갈등 상황일 때 

남편이 파괴적 혹은 회피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낮고, 부부적응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많이 지각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내의 파괴적 갈등행동과 부부적응

의 관련성에서도 부부적응에 있어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

으며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 경멸, 방어, 회피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많

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부관계 적응

을 어렵게 한다는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Yi & Park, 2006). 

또한 갈등상황에서 파괴적 갈등행동을 보일 때는 자신의 행동

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의 갈등행동을 어떻

게 지각하는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Marston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경계

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과 기혼여성이 지각

한 자신과 남편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부부적응의 하위요인(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

부결합도, 애정표현)에 따라 살펴봄으로서 결혼생활을 증진

시키고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부 교육 및 상담현장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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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C도와 K시 소재의 유아교육기관, 관공서, 평생

교육원 등을 통해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공서와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한 사

람의 책임자를 섭외하여 연구자는 책임자에게 조사대상의 

범위와 주의사항 및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책

임자가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작업을 맡아 진행하였다. 유아

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

에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가 응답 

하도록 하고,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유아교육기

관에 가져오게 하여 교사가 이를 취합한 후에 연구자가 수거

하였다. 총 8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80부가 회수되었으

나(회수율: 92%), 질문지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5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25부

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25.8%, 36~40세가 33.9%, 

41~45세가 21.1%, 46세 이상이 19.2%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

하가 44.4%, 대졸 이상이 49.7%, 대학원 재학 이상이 5.9%이

었으며,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11.0%, 200~300만원이 

25.7%, 300~400만원이 29.4%, 400~500만원이 17.2%, 500만

원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 20.8%, 

8~14년이 35.7%, 15~20년이 29.8%, 21년 이상이 13.7%로 나

타났으며,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 20.8%, 1년이 38.6%, 2~3

년이 25.9%, 3년 이상이 14.6%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 88.9%, 확대가족이 11.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적응적 성격

부적응적 성격은 Hwang(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성격

장애 진단준거를 자기보고형 질문으로 변형시킨 Seo and 

Hwang(2006)의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SM-Ⅳ에 기술된 10개의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주요 성격병리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에서는 선행연구(Park, 2006; 

Jang, 2009; South et al., 2008)를 통해 부부적응에 영향으

로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

애적 성격 3개 요인만을 추출하여 총 32문항으로 부적응적 

성격을 측정하였으며, 12번 문항은 경계선적 성격과 자기애

적 성격을 측정하는 중복 문항이다. 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는 경계선적 성격 .78, 의존적 성격 .72, 자기애적 성격 

.70로 나타났다.

2) 갈등행동

갈등행동은 Gottman(1999)이 개발한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통

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총 33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 문항과 예비조사에서 문화

적 차이로 인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6문항을 제외하고, 아

내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 18문항, 아내 자신의 갈등행동 

9문항을 사용하여 갈등행동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의 갈등행동 .94, 아내의 갈등행동 .84로 

나타났다.

3) 부부적응

부부적응은 Spanier(1976)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만족도, 부부

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되어있

다. 문항 수는 총 32문항으로 부부만족도 10문항, 부부일치

도 15문항, 부부결합도 5문항, 애정표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개 문항 중 27개의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2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1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30번과 31번의 문항은 ‘있었다’에 0점, ‘없었다’에 1점

을 주었다. 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는 부부만족도 .84, 

부부일치도 .91, 부부결합도 .88, 애정표현 .78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부부적응과 관련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의 각 변인

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08에서 .86으로 나타

났으며,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6에서 1.77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관계의 방향은 예측된 방향으

로 나타났다. 

1.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 응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향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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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55***

③ .41*** .26***

④ .37*** .24*** .08*

⑤ .39*** .28** .09 .86***

⑥ -.38*** -.21*** .01 -.73*** -.76***

⑦ -.29*** -.23*** .13** -.60*** -.57*** .70***

⑧ -.27*** -.17*** .12** -.55*** -.54*** .65*** .68***

⑨ -.15*** -.12** -.05 -.22*** -.25*** .29*** .25*** .23***

Mean

(SD)

1.76

(.37)

1.93

(.39)

2.24

(.40)

1.65

(.54)

1.67

(.48)

3.15

(.44)

2.65

(.56)

2.77

(.72)

1.33

(.44)

*p < .05, **p < .01, ***p < .001

① Borderline Personality ② Dependent Personality ③ Narcissistic Personality

④ Husband's Conflict Behavior ⑤ Wives Conflict Behavior ⑥ Dyadic Satisfaction

⑦ Dyadic Consensus ⑧ Dyadic Cohesion ⑨ Affectional Expression

Table 1. Correlation,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Conflict Behavior, 

Marital Adjust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Dyadic Satisfaction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44***  -.15***

Dependent Personality -.02 .04

Narcissistic Personality  .19***  .12***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30***

Wife's Conflict Behavior -.47***

△R
2

 .45***

R
2

.17 .62

F 49.13*** 235.49***

***p < .001

Table 2.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Dyadic Satisfaction

격과 갈등행동을 독립변수로, 부부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부적응

적 성격의 하위요인인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

적 성격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Model 

2에서는 남편의 갈등행동과 아내의 갈등행동을 추가하여 부

부만족도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부부만

족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β=-.44, p < .001)과 자기애적 

성격(β=.19, p < .001)이 부부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부부만족도를 약 17% 설

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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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Dyadic Consensus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36***  -.14***

Dependent Personality -.11** -.07*

Narcissistic Personality  .30***  .25***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42***

Wife's Conflict Behavior -.16**

△R
2

 .26***

R
2

.16 .43

F 48.40*** 108.94***

*p < .05, **p < .01, ***p < .001

Table 3. Effect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Dyadic Consensus

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부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45(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β=-.15, p < .001)과 자기애적 성

격(β=.12,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

입한 남편의 갈등행동(β=-.30,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동

(β=-.47, p < .001)은 부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만족도를 약 62%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

격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

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부부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부부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

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 응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향

부부일치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β=-.36, 

p < .001), 의존적 성격(β=-.11, p < .01), 자기애적 성격(β=.30, 

p < .001)이 부부일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부부일치도를 약 16%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적 부적응 성격이 낮

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적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부

부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26(p < .001)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β=-.14, p < .001), 의존적 성격

(β=-.07, p < .05), 자기애적 성격(β=.25,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한 남편의 갈등행동(β=-.42,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동(β=-.16, p < .001)은 부부일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일치도를 

약 43%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

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

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

록 아내가 부부일치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일치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

일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

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 응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향

부부결합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β=-.36, 

p < .001)과 자기애적 성격(β=.27, p < .001)이 부부결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부

부결합도를 약 1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적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이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7기혼여성의 부 응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 응에 미치는 향

- 71 -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Dyadic Cohesion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36***  -.15***

Dependent Personality -.05 -.01

Narcissistic Personality  .27***  .22***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32***

Wife's Conflict Behavior -.23***

△R
2

 .23***

R
2

.13 .36

F 37.45*** 83.65***

***p < .001

Table 4.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Dyadic Cohe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Affectional Expression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13** -.05

Dependent Personality  -.06 -.03

Narcissistic Personality  .02 -.01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02

Wife's Conflict Behavior -.21**

△R
2

 .04***

R
2

 .02 .06

F 6.37*** 10.27***

**p < .01, ***p < .001

Table 5.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Affectional Expression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23(p < .001)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β=-.15, p < .001), 자기애적 

성격(β=.22,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한 남편의 갈등행동(β=-.32,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

동(β=-.23, p < .001)은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결합도를 약 36%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

격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

게 지각할수록 아내가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결합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

결합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

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 응  성격과 갈등행동이 

애정표 에 미치는 향

애정표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β=-.13, p < 

.01)이 애정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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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모델은 애정표현을 약 2%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이 지각한 애정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04(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경계선적 

성격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애정표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로 투

입한 갈등행동 중 아내의 갈등행동(β=-.21, p < .01)이 애정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애정표현

을 약 6% 설명해주고 있다. 즉, 아내가 자신의 파괴적 갈등

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간의 애정표현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

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

게 지각할수록 부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

의 경계선적 성격은 부부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의존적 성격은 부부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

구(Bouchard et al., 2009; Jang, 2009)와 기혼여성의 자기애

적 성격은 기혼여성의 자존감을 높게 하여 부부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ark, 2006; Sedikides et al., 

2004)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부

적응적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측면만 내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Zanden, 1997). 

이는 상담현장에서 자기애적 성격의 내담자를 접근 할 때 부

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

어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부부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아내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행동은 부부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적대적이거나 

비난 등의 부정적인 갈등행동은 아내의 부부만족도를 낮춘

다고 밝힌 연구(Bae, 2000; Kim & Cho,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불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부

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이나 질책, 혹은 부당한 요

구 등의 부정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아

내가 이러한 갈등행동을 보일 때 남편은 아내에게 즉각적으

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Margolin, 1990) 결국 아

내의 갈등행동이 자신의 부부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

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

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기혼여성이 부부간에 일치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결혼한 부부 82쌍을 대상으로 성격장

애와 부부일치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경계선 장애에 해당되

는 경계선적 성격과 의존적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의존적 성

격이 부부일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South 

et al.(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내의 자기

애적 성격은 아내의 부부일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자기애적 성격은 남편의 부부일치도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0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적 성격의 특성인 충동

적이며,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의 특징과 의존

적 성격의 복종적이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며 헤어짐을 두려

워하는 특징으로 인해(Park et al., 2007) 결혼생활에서 의견

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자

아팽창된 지각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보이며(APA, 1994),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분화가 잘 되는 것으로 밝혀졌

기 때문에(Park & Kho, 2005),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고 일

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부일치

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여성이 지각한 남

편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부부적응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갈등행동보다 자신

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이라고 밝힌 Yi and Park(2006)

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갈등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남

편의 태도는 아내에게 영향을 미쳐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의

견을 공유해야하는 부분에 논의를 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Chang(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

편이 갈등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때 아내의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내 역시 문제에 관해 논

의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Kim, 2009) 결국 부부

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기혼여성이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의 분류를 기준으로 성격장애

를 군집 A, B, C로 나누어 부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Gutman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데, 경계

선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이 포함된 군집 B는 부부결합도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의존적 성

격이 포함된 군집 C는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경

계선적 성격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인하여(Bouchard 

et al., 2009; Zeigler-Hill & Abraham, 2006) 부부간의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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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부부공동의 활동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높은 자존감이 심리적 건강성을 높여

(Sedikides et al., 2004) 부부결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결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여성

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기혼여성 

자신이 지각한 성격이나 갈등행동 자체보다 남편의 성격이

나 갈등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기혼여성의 부부

적응과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힌 Kim 

and Kim(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간

의 갈등이 많을수록 부부결합도가 낮아진다는 연구(Kim & 

Cho, 2000; Kim & Kim,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

각한 사고나 행동보다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이나 평가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Kim, 1992), 특히 부부관계에

서 남편의 갈등행동은 갈등행동 그 자체보다도 아내가 남편

의 갈등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아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hang et al., 2003; Karney & Brad-

bury, 1995), 기혼여성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은 기혼여

성의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부정적 갈등

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 탐색과 더불

어 상담을 진행할 때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

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은 애정표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

할수록 기혼여성이 애정표현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을 능숙하게 전달

하는 친숙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파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비해 자신의 성적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Kim(200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

이한다. 또한 아내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남편보

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에(Choi & Noh, 1994), 아내

가 지각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은 남편의 갈등행동 보다 아내 

자신의 갈등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적응적 성격은 애정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기혼여성은 배우자

와의 성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성적 태도에 있어 양

가감정을 겪는다는 Bouchard et al.(200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을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

적인 견해이기 때문에(Zanden, 1997),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성격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성격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애

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적응적 

성격의 정도가 병리적인 수준인지 일반적인 수준인지에 따

라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부부일치도와 부부

결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이 지각한 남편

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부부만족도와 애정

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비난, 

경멸, 방어, 회피 등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적응적 성격보

다 부부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이혼의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격차이는 

실제 성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의견을 조

율 할 수 없거나, 서로 조화롭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격차이의 근원에는 부부간의 파괴

적 갈등행동이 내제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따라 부부 교

육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서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부적

응적 성격인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이 지

각한 경계선적 성격은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애적 성격은 부부적응에 긍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적 성격의 충동

적이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왜곡하

여 지각하는 특징이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

격이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높은 자존감이 부부적

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애정표현의 설명력이 미비하게 나타나 본 

연구는 부적응적 성격과 애정표현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

성을 제기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 유형에 

따라 부부적응의 하위 영역을 설명하는데 차이를 보여주었

다. 이러한 부적응적 성격유형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이 증

명되었고, 부적응적 성격유형과 부부적응을 관련지어 살펴

본 것에 의의를 주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행동은 부적응적 

성격보다 부부적응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

혔던 성격차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닌 부부가 노력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발견으로 실제 부부

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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