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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bility to predict Gottman's fou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during marital 

arguments based on the level of surface and core problems in marriage. Core problems were composed of three factors: caring, 

power, and commitment problem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82 married women residing in Busan.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 woman's degree of criticism was predicted by surface and caring 

problems when controlling for the other variables. The degree of contempt was predicted by a commitment problem as well 

as surface and caring problems. Defensiveness was determined only by a commitment problem, while stonewalling was determined 

only by a power problem. Overall, these results showed the importance of core problems in understanding the causes of the 

fou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 especially contempt - and suggested that addition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a commitment problem as a contributor to the expression of contempt and defe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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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결혼생

활에는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되어 한 공

간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 기 와 욕구, 목표

의 불일치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갈등이 겉으

로 표출되어 부부가 언어상으로 립하는 부부싸움이 일어

나게 된다. 부부싸움은 어떤 부부에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부는 격하고 괴 인 

방식으로 부부싸움을 함으로써 갈등과 불화가 극에 달하게 되

고 심지어는 이혼으로 갈라서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2012년 

한 해 이혼 건수는 무려 11만 4천 3백건으로(Statistics Korea, 

2013), 이혼하는 부부가 이처럼 많은 것은 부부갈등을 원만

하게 다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Gottman(1999)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다툴 때 특히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비

난이란 배우자의 구체 인 행동보다 성격을 공격하는 것이

다. 경멸은 잘난 체하면서 의도 으로 멸시와 모욕, 창피를 

주는 것으로 계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다(Driver et 

al., 2003). 방어는 배우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이며, 냉담은 싸움에 압도되어 굳은 표정으로 침

묵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아  상 하지 않

는 것이다. 그는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행동을 습 으로 사

용하게 될수록 계가 아주 고통스러워지면서 이혼하게 되기 

쉽다고 하 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 역기능  의사

소통 행동이 낮은 수 의 결혼만족도(Kwon & Kim, 2008b; 

Song & Chae, 2008; Hong & Chae, 2010)나 부부 응(Song, 

Mun, & Kim, 2012)과 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부에

게도 상당히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여성은 비난을 하면서 싸움을 먼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보다 비난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ott-

man & Levenson, 1999; Whelan, 2006; Kwon & Kim, 

2008b). 그리고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은 냉담도 남편만큼이

나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Kwon & Kim, 2008b) 부

부싸움을 냉담으로 마무리하는 경향도 높았다. 게다가 역기

능  의사소통 행동들은 여성에게 많은 스트 스 호르몬을 

분비시킴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의 건강에 더 해로운 것으로 밝

졌다(Heffner et al., 2006; Denton, Burleson, & Brubaker, 

2009). 그러므로 여성이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지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

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에 을 두고, 

기혼여성이 이러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은 평소

에 여러 가지 결혼생활 문제로 마음속에 쌓인 부정 인 감정

(Storaasli & Markman, 1990)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Weiss, 1980).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생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Miller et 

al., 2003; Kwon & Kim, 2011) 기혼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생

활 문제가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유발시키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결혼생활 문제라고 하면 보통 자녀양육, 돈, 

가사일, 성 계 등의 역에서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끼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 겉으로 경험한 사건 

심의 문제로, 원한다면 비교  구체 으로 달할 수 있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에서(Sillars et al., 2001) 표면  문제

라고 명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서 이러

한 표면  문제(Arellano & Markman, 1995; Lee & Jang, 

2002; Sanford, 2003; Hyun, 2008; Kwon & Kim, 2011)를 

높게 지각할수록 배우자에 한 부정 인 갈등행동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문제에는 표면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

의 핵심 문제도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Davila, 2005; 

Johnson, 2008; Wilmot & Hocker, 2011)은 부부사이의 표

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드러나기 

어려운 핵심 문제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 다. 사람들은 구

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과 심, 존 을 받고 싶은 욕구

가 있다(Satir et al., 1991; Park, 2011). 이것은 무 기본

인 욕구이기 때문에 요한 계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정서  

박탈감과 엄청난 심리  고통을 야기한다(Johnson, 2008). 핵

심 문제란 구나 가장 바라는 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각되는 것으로서, 연구자들(Raush et al., 1974; 

Gottman, 1983; Krokoff, 1990; Christensen & Jacobson, 

2000)은 모든 부부싸움의 핵심에는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 다. 부부가 표면 으로는 자녀 문제

로 싸우고 있더라도 그 부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

짜 문제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 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 사랑과 심 문제와 ‘배우자가 나를 존

하지 않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든다’는 생각이 드는 권력 문제

라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문제들은 표면  문제보다 추상

이고 모호하며 표 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Sillars, Canary, 

& Tafoya, 2004).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해 이야기하면 

왠지 자신을 부 보여주는 것 같아 숨기는 경향이 있다(Gott-

man, 1983; 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

berg, 2010). 하지만 핵심 문제들은 계에서 매우 요한 안

감과 자존감을 무 뜨리며 부정 인 감정을 강하게 유발

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핵심 문제가 있는데 이를 내버려두

거나 터놓고 화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괴 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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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될 수 있다(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리고 Kwon and Kim(2011)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 문제들이 표면  문제보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야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연구는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로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에 주로 을 두는 편이었으나,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에 의해 더 세분화된 핵심 문

제들 에서 헌신 문제도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일으키

는데 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헌신이란 계를 원히 지

속시키고 싶다는 바람으로서(Rusbult, 1983), 부부는 헌신의 

서약을 통해 맺어지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깊은 

안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헌신 문

제가 있게 되면 부부가 한 이라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결혼

해체의 기감과 거부당한 상처가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다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러므로 결혼생

활에서 헌신 문제가 있다면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이 일어

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 까지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한 헌신 문제의 향을 주목한 연구가 거

의 없다. 따라서 헌신 문제가 비난, 경멸, 방어  냉담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은 모두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속하지만, 이들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이들이 유

발되는 기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이 유발되는데 더 많이 여하는 결혼생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만약 이것을 밝힌다면 각각의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 효과 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는 

결혼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난과 비슷한 개념인 요구(demand)에 한 연구들(Chris-

tensen & Heavey, 1990; 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Vogel & Karney, 2002; Holley, Sturm, 

& Levenson, 2010)은 배우자에 한 비난이 결혼생활의 표

면  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며 변화를 

바라는 것과 련된다고 하 다. 한 비난하고 심리  압박을 

가하는 요구는 배우자의 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친 감을 원할 때에도 증가하 다(Mason & Blan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Walczyn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 이를 볼 때 기혼여성의 비난은 결혼생활 

문제 에서 특히 표면  문제와 사랑과 심 문제의 향을 

비교  강하게 받을 것으로 상된다.

선행연구(Gottman, 1999; Fischer & Roseman, 2007; Hut-

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에서 경멸은 상

방을 무능하게 여기고 상 방의 무능함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보기 어렵다는 단과 련되어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표

면  문제가 반복될수록 배우자를 무능하다고 단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표면  문제가 경멸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한 Krokoff(1990)는 사랑과 권력에 한 

핵심 문제의 심에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하 는데, 이는 사

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배우자를 경멸하는 요한 원

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헌신 문제도 계의 요

한 약속을 어긴 것에 한 실망감, 결혼해체의 기감과 거부

당한 느낌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Markman, Stan-

ley, & Blumberg, 2010) 가장 괴 인 방식인 경멸(Driver 

et al., 2003)이 나타나는데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된다. 

한편 Wilmot and Hocker(2011)는 상 방의 통제와 독단, 

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방어와 냉담이 나

타날 수 있다고 하 다. 자기보호  성격이 강한 방어와 냉

담은 특히 배우자의 통제와 지배를 지각하는 권력 문제의 

향을 상 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지각하는 표

면  문제와 함께 핵심 문제를 사랑과 심 문제, 권력 문제 

 헌신 문제의 세 하 변인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네 변인

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인 비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에 상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

Gottman(1999)에 따르면 불행한 부부는 싸움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격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러한 싸움 방식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 이라고 하 다. 비난은 배우자가 

특정 상황에서 행한 구체 인 행동이 아니라 배우자의 반

인 성격 결함을 공격하는 것으로(Driver et al., 2003)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가장 먼  나타나는 것이다(Gottman, 1999). 

부부가 비난에 익숙해지면 차츰 배우자를 낮추어 보면서 의

도 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주는 경멸과, 배우자의 

공격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해 변명과 반격을 하는 방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부부가 높은 수 의 비난, 경멸, 방어

를 많이 사용하며 다투게 되면 갈등에 압도되어 굳은 표정으

로 소통을 완 히 피하는 냉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부사이는  더 멀어지게 된다(Gottman, 1999;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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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Driver et al.(2003)은 행복한 부부도 비난, 방어, 냉담을 

사용할 때가 가끔씩은 있지만 경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멸이 계를 괴하는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 다. 

한편, 국내외 연구에서 비난과 냉담의 사용 정도에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비난은 여성이(Gottman & Levenson, 1999; 

Whelan, 2006; Kwon & Kim, 2008b), 냉담은 남성이(Gott-

man & Levenson, 1999)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냉담 사용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도 있었다(Whelan, 2006; Kwon & Kim, 2008b). 

선행연구에서 이 네 가지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은 결혼만

족도(Gottman, 1999; Kwon & Kim, 2008b; Song & Chae, 

2008; Hong & Chae, 2010; Graber et al., 2011)나 부부 응

(Song, Mun, & Kim, 2012)과는 부 인 계가, 이혼경향성

(Gottman, 1999; Graber et al., 2011)과는 정 인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이 네 가지 역기

능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이 네 가지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2.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

부부는 서로에 한 기 가 높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

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기 한다(Beck, 1988).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이고(Adams, 2004) 배우자에 

한 기 가 큰 만큼 불만과 좌 도 그만큼 크게 느끼게 된다. 

결혼생활 문제란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끼는 문제로서, 부부

들은 일반 으로 자녀양육 문제, 돈 문제, 가사일 문제, 성 계 

문제, 친인척 문제, 음주 문제 등을 주로 보고한다(Miller et 

al., 2003; Lee, 2009; Chung et al., 2010). 이러한 문제들은 

마음만 먹으면 비교  구체 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부부싸움의 주제와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

다(Christensen & Jacobson, 2000).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연

구에서 표면  문제(Davila, 2005) 혹은 내용 문제(content is-

sue)(Sillars et al., 2001; Wilmot & Hocker, 2011)라고도 

불리어졌으며, 결혼만족도에 부정 인 향을 주며 이혼을 잘 

측하는 요인으로 밝 졌다(Adams, 2004; Henry & Miller, 

2004).

결혼생활에는 표면  문제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표 하

기 어려운 아주 깊고 추상 인 수 의 핵심 문제도 있다. 핵심 

문제란 인간이면 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과 심, 존 , 

헌신 등이 계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숨겨진 문제(Gottman, 1983; Krokoff, 1990; Markman, Stan-

ley, and Blumberg, 2010), 근본  문제(Davila, 2005) 혹은 

근본  고민(Sanford, 2010)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진다. Rau-

sh et al.(1974)은 부부가 식기세척기 때문에 싸우지만 실제

로는 심, 존 , 자율성에 한 훨씬 더 깊은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하 다. 이들은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친 감과 

권력의 문제라고 하 다. Christensen and Jacobson(2000)

도 모든 계에서 친 감과 사랑, 통제와 권력에 한 문제

가 자아이미지와 계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

다. 이와 유사하게 Gottman(1983)과 Krokoff(1990)도 배

우자가 사랑과 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요한 

결정에서 자신이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계에서 향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부부사이에 불안 감을 느끼

게 만드는 숨겨진 문제라고 하 다. 이상에서 연구자들이 조

씩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부부사이의 가장 핵심 

문제가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arkman, Stanley, and Blumberg(2010)는 이 두 가

지 핵심 문제 외에 인정, 헌신, 몰이해  수용의 문제도 부

부에게서 발견되는 요한 숨겨진 문제라고 하 다. 결혼생

활에 이러한 핵심 문제가 있으면 구든지 깊은 실망감과 상

처, 분노, 불안, 거부당한 느낌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Beck, 1988; Davila, 2005; Johnson, 2008)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격하게 싸우게 되고(Krokoff, 1990;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부부사이의 갈등 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Krokoff, 1990; Christensen & Jacobson, 

2000).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사

용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

제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향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배우자에 한 부정 인 감정을 증가

시켜서(Olsen & Stephens, 2001) 다양한 역기능  의사

소통 행동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Weiss, 1980; Schindler, 

Halhweg, & Revenstorf, 2007). 먼 ,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결혼생활에서 표면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배우자에 

한 부정 인 갈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ellano 

& Markman, 1995; Lee & Jang, 2002; Sanford, 2003; Hyun, 

2008; Kwon & Kim, 2011). 특히, 표면  문제는 부정 인 

갈등행동 에서도 배우자에게 불평, 비난, 잔소리하는 요구

와 정 인 련이 있었다(Christensen & Heavey, 1990; Hea-

ve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Vogel & Karney, 2002;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Holley, Sturm, & Levenson, 2010).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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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배우자에 한 비난이나 요구는 표면  문제로 인해 

쌓여 있던 부정 인 감정이 갑자기 몰려올 때 이를 발산시키

기 한 것이거나(Christensen & Jacobson, 2000; Wilmot 

& Hocker, 2011) 배우자의 정신이 번쩍 들게끔 주목을 끌어

서(Wilmot & Hocker, 2011) 변화의 압박을 가하기 한 수

단일 것이라고 하 다(Raush et al., 1974). 그러므로 결혼생

활에서 표면  문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와 같은 동기에서 

배우자에 한 비난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경멸은 배우자를 무능하게 여기고 배우자의 무능함

을 통제할 수 없다고 단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ttman, 1999; Fischer & Roseman, 2007; Hut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 배우자를 무능하게 여

기는 마음이나 배우자의 무능함에 체념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가 경멸의 

유발에도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결혼생활의 핵심 문

제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Kwon and Kim(2011)은 표

면 인 배우자의 문제행동보다 핵심 문제에 한 부정  해

석이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는 핵심 문제가 표면  문제보다 더욱 심한 좌

감과 고통을 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Sillars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불행

한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들에 비해서 결혼생활의 표면  문

제보다 사랑과 권력 문제에 을 두면서 논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논쟁할 때 더 격하고 괴 인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인 비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

에 해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Park(2011)은 사람

들이 요한 타인과의 친 감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를 

충족하기 해 공격 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 다. 실제 연구

(Mason & Blan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Walczyn-

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에서도 자신에 

한 배우자의 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에서 더 많은 친

감을 바랄수록 갈등 상황에서 비난 등의 요구를 더 많이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사회화로 인해 타인과 연

결되고 싶은 욕구가 남성보다 강한 편이고(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계에서 친 감을 더 많이 원한다

(Christensen, 1988). Beck(1988)은 여성은 남성보다 계의 

이상 징후에 민감하며 상 방이 자신에게 심이 없다는 생

각이 들면 기분이 울 해지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공격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공격 인 태도는 

유 감 단 로 인한 두려움을 처리하고(Johnson, 2008) 상

방의 심을 얻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Murray et al., 

2003). 따라서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사랑과 

심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친 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욕구 불만으로 비난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

이다.

둘째, Krokoff(1990)는 부부간 사랑과 권력에 한 숨겨진 

문제의 핵심에는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하 다. Fischer and 

Roseman(2007)의 연구에서도 친 감 부족이 경멸을 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랑과 심 문제  권력 문제가 

경멸이 나타나는 것과 매우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멸은 배우자가 요한 약속이나 규범을 어겨 존경심

이 사라질 때에도 나타난다(Fischer & Roseman, 2007). 헌신

은 계의 안 감을 보장하는 상징으로서(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요한 약

속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헌신 부족을 자주 느

끼게 되면 깊은 실망감과 더불어 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는 불안감과 버림받은 상처로 크게 분노하게 될 수 있다(Kno-

bloch et al., 2007; 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그러므로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뿐만 아니라 헌신 문

제도 매우 괴 인 경멸이 나타나는 것과 한 련이 있

을 것이다. 

셋째, Wilmot and Hocker(2011)는 상 방이 평가, 단, 

통제하려고 하거나 독단 이라고 지각될 때 방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한 상 방의 향력을 받아들이기 두렵

거나 화가 무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냉담이 나

타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비슷하게 Caughlin and Van-

gelisti(2000)도 배우자가 융통성이 없으면 배우자를 변화시

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 Kwon 

and Kim(2008b)은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남편 못지않게 

냉담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부장  

권 구조로 인해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을 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느낀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핵심 문

제 에서도 특히 배우자가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상 방을 

통제하려고만 한다는 권력 문제가 지각될수록 부부싸움에서 

자기보호  성격이 강한 방어와 냉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살펴보면 비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마다 더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되는 결혼생활 문제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에 어

떠한 결혼생활 문제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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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부산 역시 6개구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가정, 회사, 교

회, 성당, 어린이집  등학교를 통해 연령이 편 되지 않

도록 표집하 다.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질

문지가 195부로,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등학교의 경우 아

동의 가정환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질문지를 학  단 로 한

부모 가정이나 부모가 없는 가정에도 배부하 기 때문이다. 

회수된 설문지  응답이 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

한 182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5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49세가 39.0%, 30세 미만이 5.5%, 50세 이상

이 0.5% 다. 학력은 졸이 57.1%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

하가 34.1%, 학원 졸이 8.2%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여성이 

많았다. 직업은 무직․주부가 5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사무직 13.7%, 리직․ 문직 13.7%, 기술직․ 매서

비스직 12.1%, 소규모자 업 6.0%, 노무직․생산기능직 3.3%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1~15년이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10년 27.5%, 5년 이내 20.3%, 16~20년 12.6%, 

21년 이상 2.8% 순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58.8%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1명 27.5%, 3명 이상 9.9%, 0명 3.8% 순이

었으며, 결혼형태는 혼 부부가 96.7%, 재혼 부부가 3.3%

다. 

2. 측정도구

1)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 척도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를 측정하기 해 Lee(1998)가 개

발한 16문항의 부부갈등 척도에서 표면  문제라고 볼 수 없

는 성격, 사고방식, 애정이나 심에 한 3문항과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 척도와 복되는 화 문

항 그리고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심각한 외도나 부정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 다. 이 척도는 생활습

, 음주․흡연, 리, 가사일, 가족여가활동, 주거․주

택계획, 자녀양육․교육, 친인척․집안 소사, 친구․사회

활동, 직장일․직업변경, 부부간 성생활의 역에서 배우자

에게 불만을 느낀 이 있는지를 묻는 총 11문항이다1). 응답 

1) 본 연구에서 표면  문제 척도로 선택하여 수정한 문항들에 

해 varimax 회 을 사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이 고유치 1이상으로 추출되었다. Lee(1998)의 연구에서 

네 요인의 부부갈등 척도의 체 수가 사용된 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에서 추출된 세 요인들이 

범주는 ‘  없음’(1 )에서 ‘거의 항상 있음’(5 )까지의 5

 리커트 형식이다. 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불만을 

느끼는 표면  문제를 지각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0이었다. 

2)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 척도 

결혼생활의 핵심 문제를 측정하기 해 Markman, Stan-

ley, and Blumberg(2010)의 사랑과 심, 권력  헌신 문

제의 개념을 토 로 각 4문항의 세 하 척도를 구성하 다. 

이 척도는 자신에 한 배우자의 사랑과 심( : 배우자가 

나를 소 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 : 배

우자가 나를 통제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신( : 배

우자는 힘든 일이 닥치면 내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 정도를 묻는 총 12문항이

다2). 응답 범주는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

까지의 5  리커트 형식이다. 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한 

배우자의 사랑과 심, 권력  헌신에 한 핵심 문제를 지

각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사랑과 심 문제 .92, 권력 문제 

.92, 헌신 문제 .91이었다. 

3)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 척도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측정

하기 해 Kwon and Kim(2008a)이 개발한 부부간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비난( : 배

우자에게 ‘당신은 항상,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경멸

( : 배우자에게 가시 돋친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 

방어( : 배우자가 하는 말에 놀라서 펄쩍 뛰면서 부 부인

한다)  냉담( :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의 네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 척도의 문항 수는 비난, 경멸, 방어가 각 

5문항이며 냉담이 4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응답 범주는 지

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각 문항에 해당되는 행동을 

다시 표면  문제라는 한 개의 2차 요인에 부하된다고 가정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에 해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모형 합도를 나타내는 X
2(df)값이 

46.37(41)이었으며(p=.261) TLI가 .98, CFI가 .99, RMSEA가 .03

으로 나타나 모형의 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다. 1차 세 

요인에 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39~.69, 2차 요인에 

한 세 요인의 요인부하량은 .80~.86으로서 모두 p<.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 척도가 구성

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2) 12문항에 해 varimax 회 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세 요인의 체 설명력

은 80% 다. 1요인은 사랑과 심 문제, 2요인은 권력 문제, 

3요인은 헌신 문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68이상, 공통분도 모두 .73이상

으로 나타나 이 척도가 구성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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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5 6 7 8

1 Surface Problem -

2 Caring Problem .47*** -

3 Power Problem .42*** .53*** -

4 Commitment Problem .38*** .66*** .59*** -

5 Criticism .34*** .42*** .24*** .30*** -

6 Contempt .36*** .49*** .36*** .53*** .63*** -

7 Defensiveness .27*** .30*** .34*** .38*** .56*** .54*** -

8 Stonewalling .23** .21** .33*** .26*** .23** .31***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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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rried Women's Surface Problem, Core Problems,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in Marital Arguments N=182

배우자에게 했는지에 해 ‘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5 )까지의 5  리커트 형식이다. 각 하 척도의 수

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을 할 때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많이 사용하 음을 나타낸다. 각 하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비난이 .89. 경멸 .89, 방어 .85, 냉담 .84

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주로 SAS 9.2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백

분율을 산출하 다. 척도의 내 일치도 검증을 해 Cron-

bach의 α계수를 산출하 으며,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Mplus 5.2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변인 간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고, 역기능  의사

소통 행동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향

독립변인들 간에 다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연구변인에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하 변인들 간 

상 계수는 r=.38~.66이었다. 다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49~.74,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35~2.06,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부 15이하로 다공

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기혼여성의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사랑과 

심 문제, 권력 문제  헌신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

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

보기 해,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종속변인에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네 가지 역기

능  의사소통 행동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1)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2>에서 살펴보면, 비난은 결혼생활의 사랑과 심 문제(β=.33, 

p<.001)가 정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면  문제(β=.19, p<.05)가 비난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권력 문제와 헌신 문제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비난을 20%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사랑과 심 문제와 표면  문제

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비난 사용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3>에서 살펴보면, 경멸은 결혼생활의 헌신 문제(β=.35, p<.001)

가 정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사랑과 심 문제(β=.20, p<.05)와 표면  문제(β=.14, 

p<.05)가 경멸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권력 

문제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경멸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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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Contempt

Surface Problem .14*

Caring Problem .20*

Power Problem -.01

Commitment Problem .35***

F  21.63*** 

R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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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Contempt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Criticism

Surface Problem .19*

Caring Problem .33***

Power Problem -.04

Commitment Problem .04

F  11.28*** 

R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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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Criticism in Marital Arguments N=18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Defensiveness

Surface Problem .12

Caring Problem .00

Power Problem .14

Commitment Problem .26**

F  9.44*** 

R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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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Defensiveness in Marital Arguments N=182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 사랑

과 심 문제  표면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

서 경멸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방어는 결혼생활의 헌신 문제(β=.26, p<.01)

만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  문제, 사랑과 심 문제  권력 문제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방어를 18%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

부싸움에서 방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가 미치는 향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을 <Table 

5>에서 살펴보면, 냉담은 결혼생활의 권력 문제(β=.2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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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Stonewalling

Surface Problem .11

Caring Problem -.04

Power Problem .25**

Commitment Problem .11

F  6.42*** 

R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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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Effects of Married Women's Surface and Core Problems on Stonewalling in Marital Arguments N=182

만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  문제, 사랑과 심 문제  헌신 문제는 유의한 향

을 미치지 못했다. 이 모형은 냉담을 13% 설명해주었다. 즉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권력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

부싸움에서 냉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간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으로 밝 진 비

난, 경멸, 방어  냉담의 원인이 결혼생활 문제에 있다고 가

정하고, 기혼여성이 지각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사랑과 심 문제, 권력 문제  헌신 문제-가 부부싸움

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에 상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은 결혼생

활에서 지각한 사랑과 심 문제가 정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표면  문제가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문제와 헌신 문제는 비난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비난은 결혼생활에서 표면  문제와 사랑과 심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에 

20%의 설명력을 가졌다. 

둘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경멸은 결혼생

활에서 지각한 헌신 문제가 정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쳤으

며 다음으로 사랑과 심 문제, 표면  문제 순으로 정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문제는 경

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성이 부부싸움

에서 사용하는 경멸은 결혼생활에서 헌신 문제, 사랑과 심 

문제  표면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경멸에 33%의 설명력을 가졌다.

셋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는 결혼생활

에서 지각한 헌신 문제만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  문제, 사랑과 심 문제  권

력 문제는 방어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여

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방어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헌신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방

어에 18%의 설명력을 가졌다.

넷째, 기혼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은 결혼생

활에서 지각한 권력 문제만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표면  문제, 사랑과 심 문제  

헌신 문제는 냉담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기혼

여성이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냉담은 결혼생활에서 권력 

문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에 

13%의 설명력을 가졌다. 

주요 연구결과에 해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배우자에게서 받는 사랑과 

심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싸움에서 비난과 경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Mason & Blan-

kenship, 1987; Christensen, 1988; Krokoff, 1990; Wal-

czynski, 1997; Caughlin & Vangelisti, 2000; Fischer & 

Roseman,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여성의 친 감 

욕구가 높은 경향성(Christensen, 1988)이 반 된 결과로 보

이며, 결혼 계에서 사랑과 심이 채워지지 않는데서 오는 

원망과 유 감 단 에 한 두려움(Johnson, 2008)이 비난

과 경멸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순 이지

만 배우자에게 거칠게 비난하고 경멸하는 여성의 행동 이면

에는 의외로 배우자의 사랑과 심을 받고자하는 간 한 바

람이 숨어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목할 은 선행연구는 핵심 문제로 주로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의 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본 연구

에서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헌신 문제가 경멸과 방어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헌신 문제는 부부 계의 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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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서(Campbell & Ponzetti, 

2007) 배우자가 자신과의 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Rusbult, 1983) 자신이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어지기 쉽기 때문에, 헌신 문제는 계 기감을 고조시키며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한 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자를 해 희생하려는 마음

도 어들 수 있다(Markman, Stanley, & Blumberg, 2010). 

때문에 헌신 문제가 있으면 배우자에게서 상처받은 자존심

을 회복하고 상  우 를 차지하기 해서 배우자를 깎아 

내리는 경멸이 증가하게 되며,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억울하

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에서 방

어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

능  의사소통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서 앞으로 헌신 

문제도 요한 변인으로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지각하는 권력 문제가 있을수록 부부싸움에서 냉담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 방의 향력을 받아들

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

을 때 냉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Wilmot and Hocker(2011)

의 연구를 지지하 다. 이는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아내의 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

하기 때문에 아내 편에서 결국 화가 나서 외면하는 식의 냉

담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냉담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 권력 문제 하나만 나타났으며 냉담

에 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는 은 후속연구에서 

냉담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련변인들을 찾을 필요성

을 제기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반 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비

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에 한 핵심 문제의 향력이었

다. 즉 비난은 사랑과 심 문제가, 경멸과 방어는 헌신 문제

가 그리고 냉담은 권력 문제가 상 으로 가장 큰 향을 

미쳤다. 이는 핵심 문제가 표면  문제보다 역기능  의사소

통 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won and 

Kim(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 각각의 역기능  의

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이 조 씩 다르게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경멸은 핵심 문제 에

서 헌신 문제와 사랑과 심 문제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멸에 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핵

심 문제의 심에 경멸의 감정이 있다고 한 Krokoff(1990)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핵심 문제가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 

에서도 특히 경멸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다섯째, 결혼생활에서 자녀양육, 돈, 가사일, 성 계 등에 

한 표면  문제는 비난과 경멸에 해서만 유의미한 향

을 미쳤다. 이러한 표면  문제의 향력은 핵심 문제들보다

는 상 으로 었다. 비난에 한 표면  문제의 유의미한 

향은 선행연구들(Christensen & Heavey, 1990; 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Caughlin & Vangelisti, 2000; 

Kluwer, Heesink, & Van De Vliert, 2000; Vogel & Kar-

ney, 2002; Holley, Sturm, & Levenson, 2010)에서도 일

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비난은 배우자의 표면  문제로 인해 

쌓인 실망감과 분노를 발산시키고 배우자의 변화를 극

으로 유도하기 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aush 

et al., 1974; Christensen & Jacobson, 2000; Wilmot & Hoc-

ker, 2011). 그리고 경멸에 한 표면  문제의 유의미한 

향에 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무능하게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

가 없다는 단(Fischer & Roseman, 2007; Hutcherson & 

Gross, 2011; Ufkes et al., 2011)에서 생긴 체념과 분노가 

배우자를 멸시하는 경멸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비난과 경멸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할 

때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의 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여섯째, 선행연구(Krokoff, 1990)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는 권력 문제가 경멸이나 방어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러한 이유에 해서는 배우자의 강한 권력이 표 의 자유

를 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

된다(Solomon, Knobloch, & Fitzpatrick, 2004). 이러한 권력 

문제의 효과에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더 면 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결론을 내리면, 기혼여성이 부부싸

움에서 사용하는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은 특히 결혼생활

의 핵심 문제가 상당히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기혼여성이 사용하는 비난은 사랑과 심 문제

가, 경멸은 헌신 문제  사랑과 심 문제가, 방어는 헌신 

문제가, 그리고 냉담은 권력 문제가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난과 경멸의 사용에는 결혼생활의 표

면  문제도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에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

시키기 한 개입 방안에 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

다. 첫째, 지 까지 부분의 부부갈등에 한 개입은 행동 

기능의 향상에 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Gordon & Chri-

stman, 2008). 그런데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의 심에는 계 안 감과 자존감을 가장 많이 

하는 핵심 문제가 내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문제를 찾아 다루는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Mark-

man, Stanley, and Blumberg(2010)도 부부사이에 핵심 문

제가 드러나고 표 될 때 비로소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부부개입 문가들은 부부사이에 

숨어 있는 핵심 문제가 드러나도록 먼  부부의 내  독백에 

을 맞추고 배우자의 사랑과 심, 권력  헌신에 해 



11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가 부부싸움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향

- 11 -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각

의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감소시키기 한 방안에 조

씩 차이를 두어야 한다. 를 들어, 비난과 경멸을 자주 사용

하는 여성에게는 그러한 격한 행동이 부부간 사랑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배우자에게 분노와 

멸시의 거친 감정보다는 사랑받고 심받고 싶은 바람과 버

림받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약한 감정을 부드럽게 표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부부사이에 정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하다(Davila, 2005; Johnson, 2008). 

한편 방어가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내 으로 헌신 문제로 고

민하고 있을 가능성에 을 맞추고, 냉담이 심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표본 수가 다는 이다. 후속연구에서

는 연구의 표본 수를 늘려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상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한

정되었고 학력이 높은 여성들이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표집의 편향

성을 이고 연구 상으로 기혼남성도 포함시켜서 부부싸움

에서 사용하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의 향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

식 질문지로만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기 해 찰평정법, 일

지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객 인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다. 넷째,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결혼생활의 표면  문제와 핵심 문제만 살펴보았

다.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은 성격, 애착 유형, 원가족 경험 

등 개인  특성의 향도 받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도 련변인으로 함

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결혼을 손상시키는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으로 

잘 알려진 비난, 경멸, 방어  냉담 각각에 향을 미치는 

결혼생활 문제를 구체 으로 발견함으로써 비난, 경멸, 방어 

 냉담이 유발되는 기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 다는 이

다. 둘째, 지 까지 연구에서는 부부사이의 핵심 문제로서 

사랑과 심 문제와 권력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본 

연구를 통해 헌신 문제가 경멸과 방어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밝 졌다는 이다. 이로써 헌신 문제를 요

한 핵심 문제로서 부각시켜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이 확인

되었다. 셋째,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 에서도 특히 경

멸이 야기되는데 핵심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

다는 이다. 본 연구를 기 로 비난, 경멸, 방어  냉담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더욱 심층 으로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서 부부싸움에서 이러한 역기능  의사소통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부부개입 방안이 마련되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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