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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부모 통제의 매개  역할*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Control*

조아람(A-Ram Cho)1)

최미경(Mi-Kyung Choi)2)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43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rs (of which 121 were boys and 122 were girls) from Gyeonggi-do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rital conflict,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marital conflict (content) had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was 

also found to have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However, parental behavioral control did not 

appear to have an effect on children’s depression. In addition marital conflict (frequency/content) had 

an effect 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dditionally, marital conflict (resolution) had an effect on 

parental behavioral control. It was further found that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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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Keywords：부부갈등(marital conflict), 부와 모의 심리  통제(paternal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부와 모의 행동  통제(paternal and maternal behavioral control), 아동의 우울

(children’s depression).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의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두되면서 아동 행동

문제에 한 사회의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와 련된 우울, 불안, 

스트 스, 공격성 등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Ha, 2004; Kim, 2004; Noh, 2008). 

특히 아동의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

날 수 있고 우울 장애가 발병하면 만성화되거

나, 치료 이후에 재발되어 장애가 지속될 가능

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심이 필요하다

(Kim & Cho, 2008). 한 우울은 감정 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

노, 자살, 불안, 공격 인 행동 등의 심각한 사

회  부 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방과 

치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에 청소년

이 한 사립 등학교에 난입해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생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피의자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병세가 

악화돼 고등학교를 퇴한 것으로 밝 졌다

(Kim, 2012). 한, 10  아동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에 한 보고에서도 12～14세 9.8%, 15～18

세 14.8%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10

 반의 학령후기 아동  상당수의 청소년이 

우울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우울 장애는 문제행동, 인 계 문제, 약물 

문제, 사회  부 응 등을 동반하며(Cytryn & 

McKnew, 1972), 아동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

을 달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낳고 이차 인 심

리, 사회  문제를 낳는다고 지 하 다(Kim, 

2008). 하지만 아동의 우울은 형 인 우울 증

상 외에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Cytryn과 McKnew(1972)는 가려진 우울(masked 

depression)로 분류해 보고 하 다. 즉, 아동은 

성인과 달리 우울 증상을 직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질시켜서 나타내기 때문

에 아동의 우울을 좀 더 다각 인 측면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Jung, 2004). 실제로, 20여 년 

부터 아동기에도 우울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

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심이 증해 

왔으나, 이는 임상 인 우울 장애 측면에만 

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에서 우울 장애로 

진행되기 이 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증상에 해 살펴보고, 그 방  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우울에 한 심이 두되면서 많은 

연구자는 련 변인을 밝히고자 하 다. 그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향력을 강조해왔고, 특히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증을 발시키는 스트 스 요인으

로 밝 졌다(Reid & Crisafulli, 1990). 즉, 아동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부모가 부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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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 것은 부모뿐 아니라 가족 계 자체를 

왜곡시키고 가족 간의 유 를 괴하여 아동의 

부 응에 향을 미쳤다(Kim & Lee, 2002). 뿐

만 아니라,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주의력 

결핍, 비행  반사회  행동 등의 외면  부 응

이나 우울, 불안, 사회  고립, 축 등의 내면  

부 응과 련이 있었다(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 부부간의 갈등

을 자주 경험한 아동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난 

연구(Cho, 2010)에 근거해 볼 때, 부부갈등은 

자녀에게도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 부부갈등은 아

동이 지각하는 갈등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빈

도,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는 강도와 부부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

되는가를 나타내는 해결, 부부 갈등의 내용이 

자녀와 련된 것인가를 나타내는 부부갈등의 

내용 등의 다차원 인 특성이 있으며 각 차원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련이 깊다(Kwon & Le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의 다차

원 인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로 환되는 

과도기 이며 정서 으로 민감한 학령후기 아

동을 상으로 부부 간 갈등 특성이 아동의 우

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 다.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다른 환경  요인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다. 학

령후기는 활동 역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장되

며 독립하려는 욕구가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

와의 정서  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부모의 통제는 요한 양육 행동이다. 

Barber(1996)와 Schaefer(1965)는 통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는 에서 통제를 표  억

압, 죄의식 유발과 같은 부정  의미의 심리  

통제와 바람직한 행동을 진하는 정  의미

의 행동 통제로 나 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응이나 심리  건

강에 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  통제는 아동의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  

문제와 약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동과 

정 인 련이 있었다(Baber & Harmon, 2002; 

Stolz, Baber, & Olsen, 2005). 반면, 행동  통

제와 문제 행동과 련된 연구에서 행동  통제

는 심리  통제보다 정 인 연구결과를 보

다.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여자 학생의 우

울이 낮아졌고(Park, 2009), Lee(2006)의 연구에

서는 부모의 감독 수 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과 

한 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들은 심리  통제와 행동  통제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심리  통제와의 계만

을 살펴본 연구들(Jeon, 2007; Kim, 2008)이 주

로 이루어져 왔다. 한, 부모의 통제  양육 행

동을 부모의 성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

에서는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  가 

더 큰 향력이 있는지에 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 다(Lee, 2010; Park & Le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아

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는지를 부모의 성에 따

라 구별하고 심리  통제  행동  통제를 동

시에 고려하여 조사하 다. 

이밖에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아동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 비

합리 으로 지각하 으며(Kim, 2007), 부부갈등

과 같은 스트 스 사건이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

시켜 한 양육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Lee, 2007). 즉, 부부갈등에서 

발생한 부정 인 감정이나 긴장이 부모 자녀 간

의 계로 종속되어 부모-자녀 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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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mediating role model

해하게 된다(Davies & Cummings, 1994; Kim, 

2004).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 태도만을 본 연구들(Jeong, 2004; 

Kim, 2010; Park, 2011)이 주를 이루어 왔다. 부

모 모두를 상으로 부부갈등이 부모의 심리 , 

행동  통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보

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  부

모의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에 상호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은 부부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할수록 아동의 주  우

울감과 행동문제가 심하게 나타났다(Lee, 2003; 

Lim & Yoon, 2010). 한, 부모의 통제와 아동

의 우울 간의 계의 경우, 부모의 심리  통제

는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켰고(Jeon, 2007), 부모

의 행동  통제는 반 로 우울을 감소시켰다

(So, 2008).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와도 

한 련이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부모의 심리  통제는 증가했으며(Gang & Jang, 

1999), 행동  통제는 감소했다(Cho, 2010). 부

부갈등  부모의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의 상

호 련성에 기 해 볼 때,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 간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즉,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선행 변인

일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를 매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직

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부모의 통제

를 포함하는 개념인 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

동의 내면화 문제 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들(Noh, 2008)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

울, 불안, 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에 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

되어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향을 주기도 하

다(Jeon, 2007; Noh, 2008). 

종합해 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의 부정

인 통제방식에 향을 미치고, 부모의 부정 인 

통제방식은 결국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킬 것으

로 측된다. 하지만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의 통제가 매개하는지를 종

합 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부모의 통제가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나타나는 매개  역할을 조

사하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부모의 통제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통제는 부부갈등과 아동

의 우울 간의 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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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43)

Variables N(%) Variables N(%) 

Child’s gender

Boys

Girls

121(49.8)

122(50.2)

Child’s age

11 years

12 years

13 years

14 years

Missing

15( 6.2)

157(64.6)

67(27.6)

1( 0.4)

3( 1.2)

Father’s age

Under 35 years

36～40 years

41～45 years

46～50 years

51～55 years

Over 56 years

Missing

5( 2.1)

36(14.8)

107(44.0)

72(29.6)

17( 7.0)

1( 0.4)

5( 2.1)

Mother’s age

Under 35 years

36～40 years

41～45 years

46～50 years

51～55 years

Over 56 years

Missing

11( 4.5)

85(35.0)

109(44.9)

28(11.5)

4( 1.6)

0(  0)

6( 2.5)

Fa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issing

6( 2.5)

75(30.9)

15( 6.2)

88(36.2)

9( 3.7)

50(20.6)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issing

3( 1.2)

86(35.4)

15( 6.2)

86(35.4)

4( 1.6)

49(20.2)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에 치한 H 등학

교 5, 6학년에 재학 인 243명(남아: 121명, 여

아: 122명)의 남녀 아동이다. 본 연구의 상을 

학령후기에 속하는 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

한 것은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나가기 해 노력하고(Erickson, 1968), 청

소년기로 환되는 과도기  상태로 차 부모

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의 양육 행

동에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Lee, 

2010). 연구 상 아동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121명(49.8%), 여아가 122명(50.2%)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은 12세가 157명(64.6%), 

13세가 67명(27.6%), 11세가 15명(6.2%), 14세가 

1명(0.4%) 등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41∼45세가 107명(44.0%)으로 가장 많

았고,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109명(44.9%)

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 은 아버지의 

경우 학교 졸업이 88명(36.2%)로 가장 많았으

며, 어머니의 경우 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퇴 는 졸업이 각각 86명(35.4%)으로 가장 많

았다.

2.연구도구

부부갈등을 비롯하여, 부모의 통제 그리고 아

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

고, 모든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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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갈등, 부모의 통제 그리고 아동의 우

울 척도를 아동학 교수와 련 문가 3인이 확

인하 고, 해당 학년 10명에게 먼  실시하여 

문항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 

1)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은 갈등의 빈도(frequency)(6문항), 

강도(intensity)(7문항), 해결(resolution)(6문항), 

그리고 내용(content)(4문항)의 요인으로 총 23

문항으로 구성된 Kim(2010)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Grych, Seid와 Fincham(1992)의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가운데, 부부갈

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이 아동의 행동문

제와 련이 깊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Kwon 

& Lee, 1999)에 근거하 다. 하 요인을 살펴보

면 부부갈등의 빈도는 부부갈등의 노출 정도에 

한 아동의 지각을 나타내고 강도는 부부 갈등

의 심각성에 한 아동의 지각이며, 해결  내

용은 부부 갈등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와 부

부 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련된 것인가에 

한 아동의 지각이다(Kwon & Lee, 1999).

각 요인별 문항의 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빈도요인은 부부갈등 빈도의 경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이 없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등이, 부부갈등의 강도는 ‘우리 부모

님은 다투실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신다’, ‘우

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

나 욕을 하신다’ 등이 있다. 부부갈등의 해결에

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

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

을 때 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등의 문항

들이, 부부갈등의 내용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

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시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보통 내가 한 일에 해서 다투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반응은 

‘거의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 편이다

(2 )’, ‘그런 편이다(3 )’, ‘매우 그 다(4 )’

의 4  Likert식 척도로 정  문항을 역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

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며, 원만히 해결

되지 않고, 내용이 아동 자신과 련되어 있음

을 나타낸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내용은 

각각 .79, .81, .77, .82 다. 

2)부모의 통제 척도

부모의 통제는 Cho(2010)의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로 나 어 조사

하 다. Cho(2010)는 심리  통제 척도로 Schaefer 

(1965)의 CRPBI(the Child Report of Parent 

Behavior Index)에 기 하여 Barber(1996)가 개발

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과 행동  통제의 척도로 Barber, Stolz

와 Olsen(2005)이 사용한 것을 역번역 하 다. 8

문항으로 구성된 심리  통제 요인에 속한 문항

의 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내가 아버지(어머니) 뜻 로 하지 않

으면 덜 다정하게 하신다’ 등이 있다. 행동  

통제 요인(5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

는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친구가 구 인지 알고 계

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반

응은 ‘거의 그 지 않다(1 )’, ‘그 지 않은 편

이다(2 )’, ‘그런 편이다(3 )’, ‘매우 그 다(4

)’의 4  Likert식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심

리  통제와 행동  통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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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내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부와 모의 심리  통제는 각각 

.80과 .86이었으며, 부와 모의 행동  통제는 각

각 .78, .86이었다. 

3)아동의 우울 척도

아동의 우울 수 을 측정하기 해 미국 정

신보건 연구원에서 1971년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일반인구 집단을 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

학  연구를 해 개발한 도구인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CES-D)를 

번안한 Jeong(2003)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원래 성인을 상으로 하는 도구이지만 외국에

서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Garrison et al., 1991). 지난 일주일

간의 정서 상태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문항의 를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아무 지도 않던 일들을 가지고도 귀찮게 느껴

졌다’, ‘입맛이 없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한 반응은 ‘  없었다(1 )’, ‘한두 번 있었다

(2 )’, ‘많이 있었다(3 )’, ‘매일 있었다(4 )’

의 4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정 인 

문항을 역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

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92 다.

3.연구 차

본 연구 조사는 2012년 12월 1일∼20일까지 

경기도에 치한 H 등학교 5, 6학년 남녀아

동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학  담임교사에

게 연구의 목 과 조사방법  유의사항을 설명

한 후, 각 담임교사들의 지시 하에 학생들이 응

답하도록 하 다. 배부된 310부의 질문지  

277부가 회수되었으며(약 89%의 회수율), 이 

 무성의하게 답변한 질문지와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한쪽 부, 모만 계시는 아동의 질문지 34

부를 제외한 24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9 

program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연구

상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둘째,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 합치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 다. 셋째, 체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해서 Pearson의 률상 계

수를 산출하 다. 넷째, 부부갈등  부모의 통

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과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

들 에서 어떤 하 요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마지막으

로 부모의 통제가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계에

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

식의 기본과정인 다 공선성의 반여부를 검토

하기 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 

이하(1.34∼2.70)와 0.1 이상(0.37∼0.74)으로 나

타나 회귀분석 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

되었다(Berry & Feldman, 1985).

Ⅲ. 결과분석

1.기 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부갈등,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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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243)

Variables M SD

Marital conflict

Frequency 1.91 .58

Intency 1.85 .58

Resolution 1.86 .54

Content 1.56 .58

Parental control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84 .56

Paternal behavioral control 2.63 .75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1.92 .66

Maternal behavioral control 3.20 .75

Children’s depression 1.84 .54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43)

Variable 1 2 3 4 5 6 7 8 9

 1. Marital conflict

(Frequency)
-

 2. Marital conflict

(Intency)
.72*** -

 3. Marital conflict

(Resolution)
.65*** .65*** -

 4. Marital conflict

(Content)
.50*** .39*** .38*** -

 5.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44*** .43*** .41*** .41*** -

 6. Paternal 

behavioral control
-.12 -.16* -.23*** -.05 -.17* -

 7.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48*** .43*** .40*** .47*** .65*** -.19** -

 8. Maternal 

behavioral control
-.10 -.10 -.22** -.08 -.25*** .57*** -.03 -

 9. Children’s depression .42*** .39*** .34*** .38*** .45*** -.24*** .4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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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통제  아동의 우울의 반 인 수 을 알

아보고자 각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부부갈등의 하

요인  부부갈등의 빈도가 평균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는 아버지의 심리  

통제가 평균 1.84, 어머니의 심리  통제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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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Children’s depression

Marital conflict

Frequency .16

Intency .16

Resolution .05

Content .22**

R2 .23

F 16.94***

(df) (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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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 1.92, 아버지의 행동  통제가 평균 2.63, 어

머니의 행동  통제가 평균 3.20 이었고, 아동

의 우울은 평균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

기 해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Table 3과 같이 체 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

며, 해결이 어렵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련된 것일수록 부모 모두 심리  통제가 높

았다. 반면, 부부갈등의 강도가 세고 해결이 어

려울수록 아버지의 행동  통제는 낮았다. 

한, 부모가 심리 으로 자녀를 통제할수록 아동

의 우울은 높은 반면, 부모가 행동  통제를 할

수록 아동의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으로, 부부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세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련이 있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아졌다.

2.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부부갈등의 각 하 요인을 독립변

인으로,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β = .22, p < .01)

만이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련된 학교 일, 아동이 한 일 등 아동 자신과 

련된 것일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았다.

3.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부․모의 통제의 네 가지 요인들

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부와 모의 통제의 네 가지 

요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심리  통제(β = .28, 

p < .01), 어머니의 심리  통제(β = .22, p < 

.01)만이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쳤으며, 그 설

명력은 26% 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리

으로 자녀를 통제할수록 아동의 우울은 높았

고, 아버지의 심리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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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ental control as predictors of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Children’s depression

Parental control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8**

Paternal behavioral control -.13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2**

Maternal behavioral control -.03

R2 .26

F 19.04***

(df) (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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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rital conflict as predictors of parental control

(N = 243)

Independent 

variable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Paternal 

behavioral control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Maternal 

behavioral control

Marital conflict

Frequency .10 .08 .20* .06

Intency .17 -.07 .11 .06

Resolution .15 -.25** .09 -.28**

Content .24*** .04 .29*** -.03

R2 .28 .06 .32 .05

F 21.40*** 3.49** 25.75*** 3.09*

(df) (4,226) (4, 226) (4, 224) (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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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부부갈등의 각 하 요인들을 독립

변인으로,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를 각

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  부

부갈등이 아버지의 심리  통제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β = .24, p < 

.001)만이 아버지의 심리  통제에 유의한 향

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8% 다. 즉, 부부갈

등의 내용이 자녀에 련된 것일수록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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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통제가 높았다.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행

동  통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

갈등의 해결(β = -.25, p < .01)만이 아버지의 

행동  통제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그 설

명력은 6% 다. 즉, 부부갈등의 해결이 어려울

수록 아버지의 행동  통제는 낮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심리  통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β = .29, p 

< .001), 부부갈등의 빈도(β = .20, p < .05) 순

으로 어머니의 심리  통제에 유의한 향을 미

쳤으며, 그 설명력은 32% 다. 즉, 어머니의 심

리  통제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인은 부부

갈등의 내용이었으며, 부부 갈등이 자주 일어나

고 갈등의 내용이 자녀에 련된 것일수록 어머

니의 심리  통제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부

갈등이 어머니의 행동  통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해결(β = -.28, p < 

.01)만이 어머니의 행동  통제에 유의한 향

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5% 다. 즉, 부부갈

등의 해결이 어려울수록 어머니의 행동  통제

는 낮았다. 

5.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  역할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기 하여 Baron

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부모 통제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해, 첫 번째 다회

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이 매개변인

인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부

갈등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력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다회귀분석을 통

해서는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매개변인인 부

모의 통제를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

한 후,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

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변

인이 되기 한 기본조건으로 독립변인, 매개변

인  종속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 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총 두 가지 다. 즉, 부부갈등, 아버지의 

심리  통제  어머니의 심리  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의 계 다.

1)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아버지의 심리  통제의 매개  역할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아

버지의 심리  통제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

등의 네 가지 하 요인들을 투입하고, 매개변

인인 아버지의 심리  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 을 때,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버지의 

심리  통제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β = .24,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β = .22, p < .01). 마지막 단계

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의 하 요인과 아

버지의 심리  통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Table 7과 같이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더 이상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22, 

p < .01 → ns). 

즉, Figure 2에 의하면 아버지의 심리  통제

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

서 완  매개  역할을 하여, 부부갈등의 내용

이 아동과 련된 학교 일, 아동이 한 일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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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ediating role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role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Step1 Step2 Step3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s 

depression

Marital conflict

Frequency .10 .16 .12

Intency .17 .16 .12

Resolution .15 .05 .03

Content .24*** .22** .15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7***

R2 .28 .23 .29

F(df) 21.40***(4, 226) 16.94***(4, 226) 17.77***(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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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녀와 련된 것일수록 아버지가 자녀를 심

리 으로 통제하고 그로 인해 아동의 우울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어머니의 심리  통제의 매개  역할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어머

니의 심리  통제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기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

의 네 가지 하 요인들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심리  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

을 때, 부부갈등의 내용은 어머니의 심리  통제

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β = .29,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β = .22, p < .01).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으

로 부부갈등의 하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  통

제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Table 8과 같이 부부

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감소했다(β = .22, p < .01→ β = .15, p < .05).

즉, Figure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  통제

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

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여, 부부갈등의 내용은 

아동의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  통제를 통해 간 인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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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ediating rol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rol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depression (N = 243)

Independent variable

Step1 Step2 Step3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depression

Children’s 

depression

Marital conflict

Frequency .20* .16 .13

Intency .11 .16 .12

Resolution .09 .05 .04

Content .29*** .22** .15*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22**

R2 .32 .23 .27

F(df) 25.75***(4, 224) 16.94***(4, 226) 16.08***(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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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인 남

녀 아동을 상으로 부부갈등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과 부부갈등이 부모

의 통제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았다. 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의 

통제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문제를 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

과 련된 것일수록 아동은 우울을 더 많이 느

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 자신에 

한 내용일수록 자녀는 우울이 높고,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Kum, 2010)와 

일치하며,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우

울을 비롯한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Davies & Cummings, 

1994; Kim, 2004)과 유사하다. 즉, 갈등의 내용

이 아동 자신에 한 것일 때 아동에게 부 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Synder et al., 1988). 하

지만,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은 아동의 우

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부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축, 사회불안

이 높다는 연구결과(Noh, 2008)와 부모의 갈등 

형태가 심할수록 아동의 주 인 우울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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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 응이 높다는 연구결과(Kim & Lee, 

2002; Park, 1996)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더

불어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한 후 해결이 안 된 

경우, 아동이 가장 부정 으로 반응하고(Davies 

& Cummings, 1994), 해결정도가 아동의 심리  

부 응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Lee, 

2004)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

령후기 아동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인지, 사회

으로 미성숙한 단계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

면 아동은 어떠한 갈등의 내용과 원인으로 다툼

이 시작되었는지를 단하게 되는데(Grych & 

Fincham, 1990; Kim, 1994), 이때 갈등의 내용

이 아동 자신 때문이라고 지각한 아동은 무력

감, 분노, 수치심을 느끼며, 부 응 문제(Kim, 

1994; Park, 1996)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갈등이 자

녀와 련된 내용은 자녀가 없는 곳에서 상의하

고 자녀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시켜주는 것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는 부부갈등

을 부부만의 개인 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자녀에

게도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부부간

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에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부부간 갈등

이 부부들에게만 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의 정

서 발달과 히 련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의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심리  통제를 높

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높은 우울을 보인 반면, 

부모의 행동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심리

, 정서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  역을 통제할수록 아

동의 우울은 높았으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통제의 경우는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심리통제가 높을수

록 아동의 우울(Barber, 1996; Kim, 2008; Park, 

2011), 불안(Choi, 2012; Noh, 2008), 문제행동

(Barber & Shagle, 1994; Jeong, 2004)을 더 많

이 보인 연구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

고 애정을 철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할 때, 자녀는 다른 사람

의 치를 보고 사람과의 계에 집착하며 의존

이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비 이게 

되어 높은 우울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ee & Park, 2010). 즉, 학령후기 아동

에게 있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 하는 수

용 인 분 기는 아동이 인정받고 심과 사랑

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우울이 어머니의 심리  통제보다 아버지의 심

리  통제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아동의 심리  응에 한 어머니

의 향력보다 아버지의 향력이 더 크게 나타

난 연구결과들(Kim, 1995; Lee, 2010)과 일치한

다. 특히, , , 고등학생의 아버지들이 집에

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인 응답자는 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는 조사결과(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00)를 통해 아동과 보낼 수 있는 시

간은 짧지만, 아버지의 심리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아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리 으로 부

담을  때, 이를 아동이 민하게 받아들여 정

서 발달에 부정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후기 아동의 정서 발

달에 한 아버지 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  통제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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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자녀의 자유로운 자기표 을 격려하고 

아동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주는 등의 심리  

안정감을 주는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아버지-자녀 계 형성과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부모의 행동  통제는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행동  통제가 부

모의 심의 표 이며 규칙 수, 리, 감독의 

방식으로서 외 화 행동의 감소와 같은 정  

발달과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Baber, Stolz, & 

Olsen, 2005)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

의 행동  통제는 아동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보다는 공격성과 같은 비행행동을 감

소시키며(Steinberg & Fletcher, 1994), 외 화 

문제행동을 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rber, 

Olsen, & Shagle, 1994). 그러나 어머니의 지도,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내면화 문제가 감소한 

연구 결과(Park, 2001)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

서 부모의 행동  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을 분명히 밝히기 해 부모의 행동 통제와 

아동의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의 계에 

한 후속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과 

련된 것일수록 부모 모두 심리  통제를 많이 

하 고, 부부갈등이 자주 나타날수록 어머니는 

심리  통제를 많이 하 으며, 부부간의 갈등의 

내용이 아동에 한 것일수록 부모 모두 행동  

통제를 게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부

부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여 자녀

에게 덜 따뜻하게 하고 비일 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욕구

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권 주

의  통제를 많이 한다(Gang & Jang, 1999)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자율성을 고취하기보다는 

죄의식을 심어주면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Fauber et al., 1990),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정

 양육태도는 낮고 부정  양육태도가 높게 나

타난다는 연구결과(Lee, 2004)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 갈등으로 인해 생긴 스트

스, 분노와 같은 부 한 감정이 부모 자녀 

계에 종속되어 아동에게 애정과 심을 표

하기보다 자녀의 개인 이고 심리 인 역을 

통제하는 등의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자

녀에게 미치는 부정 인 향을 제고해 볼 필요

가 있으며, 동시에 정 인 부모 자녀 계 형

성을 해서 건강한 부부 계가 선행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 통제의 매개  역할을 조사한 결과, 부부

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의 통제

는 매개  역할을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

면, 아버지의 심리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완  매개 역할을 

하 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련된 것일 때 아버지의 심리  통제를 통해 아

동의 우울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어머니의 심리  통제는 부부갈등의 

내용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 다. 즉, 부부 간 갈등이 아동 자신과 

련된 내용일수록 아동의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  통제

를 통해 간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은 아동의 우울과 직 으로 

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부모의 통제

를 통한 간 인 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와 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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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심리  통제를 많이 하게 되어 아동의 

우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부모의 통제와 같은 양육 행

동을 통해 불안, 우울에 향을 미쳤다는 연구

(Choi, 2012; Noh, 2008)와 부부갈등으로 무기

력해지고 지친 어머니가 아동에게 부정 으로 

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어 아동의 활동

은 감소하고 사회 으로 축된다는 연구

(Belsky, 1984)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한, 부부갈등이 일 성 없는 양육방식에 

의해 매개 되어 아동의 심리  부 응에 향을 

주며(Dadds & Powell, 1991), 부부갈등으로 인

해 부정  양육태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

의 문제행동에 향을 다는 연구(Lee, 2004)

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우울 

간의 계에서 부모의 행동  통제는 매개  역

할을 하지 않았다. 이는 행동  통제가 외 화 

행동의 감소와 같은 정  발달과 련이 있다

는 연구결과(Baber, Stolz, & Olsen, 2005)와 부

부갈등이 행동  통제보다 심리  통제를 더 높

게 한다는 연구결과(Choi, 2012)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부부갈등

은 아동의 우울에 향을 미치며 동시에 부부 

갈등 상황에서 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동  

통제보다 심리 으로 애정을 철회하며 통제하

려는 양육 행동이 아동의 우울을 가 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자녀와 련된 내용의 부부갈등

은 아동의 우울에 직 으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  통제를 통해 간 으로 

향을 미쳤다. 이는 학령후기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해 부모가 자녀의 심리  역을 

통제하기보다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수용 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요함을 보여 다. 이와 

함께 부부간의 갈등도 아동의 우울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혼율의 증가와 같이 가족해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시 에서, 부부간 계의 어려

움이 자녀의 심리  건강을 해하고 성장기 자

녀의 발달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한, 부부갈등을 방하고 갈등 발

생 시에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의사소통 개선법 

등 부부 계 증진을 한 사회 교육  차원의 

교육, 상담 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구된다. 

나아가, 아동의 우울에 한 아버지의 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령후기 아동

의 아버지를 상으로 아버지-자녀 계 향상을 

한 의사소통  양육방법 등 아버지 교육이 

시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 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

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상으로 자기 보고에 의해 측

정되었는데 이는 주 이고 과 , 과소평가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고자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고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부모 평가자를 포함해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우울을 측하는 변인으로 

부부갈등과 부모의 통제만을 고려하 다. 즉, 

아동의 우울에 하여 가족 환경 측면에만 

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향을  수 있는 정서  안정감, 자아 탄력성,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  

요인을 고려하여 계를 밝 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이 몇 가지 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 계를 모두 고려하여 자

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향력을 각

각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요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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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미치는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

째, 학령 후기 아동을 상으로 부모의 통제를 

심리  통제와 행동  통제로 나 고 각각의 통

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

다. 특히, 부모의 심리  통제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부부의 갈등을 강도, 빈도, 해결 그리고 내

용의 다차원  측면에서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의 환경  요

인인 부부 갈등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직

인 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  양육 행동

을 통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간 인 향력

을 확인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

해 발달 으로 환기에 있는 학령후기 아동에 

한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의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령 후기 아동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모와의 정서  계의 재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갈등 방을 한 부부 계 향상 

교육  부부 갈등 리 방법과 부모 자녀 계 

향상을 한 부모교육 로그램  특히 아버지 

교육의 개발과 보 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한, 본 연구 결과는 정 인 부부 계와 부모 

자녀 계 형성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

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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