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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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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perfectionism on their adolescent daughters' moral 
disengagement through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third-year female students from a girls’ high-school in Incheon. The 
adolesc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of 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and 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thers’ perfectionism had an indirect influence on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through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In other words, 
high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erfectionism influence indirectly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by an increase of perceive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mothers’ psychological attributes 
and parenting behaviors related to perfectionism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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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유해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비행, 

범죄, 폭력 및 약물 남용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있다(Bronfenbrenner, 1979; Hwang, Kim, & Kim, 2015) 

청소년기에 겪는 부적응 문제가 성인기 발달에도 해로운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

한 요인들의 탐색은 매우 필요하다.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시행

한 2011년도 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해 원인의 1순위는 

‘장난’, 2순위가 ‘상대방의 잘못’이었으며, 가해 행동을 중지하

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1순위가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깨닫게 

되어서’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도덕적 정서나 도덕적 책임감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723/kjcs.2019.40.2.131&domain=pdf&date_stamp=2019-04-30


Sohn and Han   132

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Menesini et al.,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의 기제가 해

로운 행위에 대한 정당화나 책임감의 약화와 같은 심리적 기제

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반사

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도덕적 이탈을 제시한 

바 있다(Almeida, Correia, & Marinho, 2009; Hymel & Bonanno, 

2014; Seo, 2013). 특히 Bandura, Barbaranelli, Caprara와 Pastorelli 

(1996)는 사회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도덕적 이탈의 개념을 도

입하면서, 개인이 어떠한 인지적 왜곡 과정을 통해 비도덕적 

행위에 연루되는지 설명하였다. 도덕적 이탈은 개인의 도덕적 

기준 및 규범과 맞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 발생

하는 심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자기 조절적 과정으로, 자신

이 보인 해로운 행위의 결과를 인정하기보다 자기 설득을 통해 

이를 합리화하는 인지 왜곡 과정으로 정의된다(Bandura et al., 

1996).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적 이

탈의 출현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 문제를 예방하

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덕적 이탈의 선행변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환경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

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도덕적 이탈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행변인으로 보고되었다(Bao, Zhang, 

Lai, Sun, & Wang, 2015; Wang et al., 2017). 특히 국내에서는 부

모의 기준에 자녀가 순응하도록 통제하는 역기능적 양육 행동

인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J. M. Kim & Kim, 2013).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조종하려는 부모의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적 양육 행동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암시적 방법을 통해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은 자기 결정성 이론과 사회인지 이론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다. 우선,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율성의 욕구를 선천적으

로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율성의 충족 여부가 개인

의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발달 여부를 예측한다고 하였다(Deci 

& Ryan, 1987). 즉,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율성이

라는 내적 통제요소를 지지받는 환경에 속하면 적응적 발달을 

이룰 수 있지만,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외적인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경우 부적응적 발달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바라본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그러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욕구와 정서를 존중하지 않고 

의사결정 및 표현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한

다는 점에서(Barber & Harmon, 200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을 추론해볼 수 있다(Chon & Sohn, 2013; El-Sheikh, Hinnant, 

Kelly, & Erath, 2010). 

다음으로 발달에서 모방을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한 사회인

지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유발하는 잠재적 

선행변인은 반사회적 행동을 모델링하는 경험이거나 적어도 

그것을 용납하는 태도 혹은 신념에 노출되는 경험이어야 한

다(Bandura et al., 1996).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자녀에게 비난을 통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환

경이므로, 심리적 통제에 지속해서 노출된 청소년들은 어떠한 

문제를 다룰 때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대처하기보다 비합리적

이고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비난한 것처럼 자녀 또한 상대방을 비

난하는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하기보다는 그 행위의 책

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

화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냉혹한 양육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주류의 가치 및 규범으로부터 더 

쉽게 도덕적으로 이탈하는 발달적 부적응을 보일 수 있다. 즉, 

심리적 통제와 같이 거부적이고 냉담한 양육은 청소년과 부모

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도덕

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며 문제행동을 더 쉽게 수용하도록 

만든다(Fontaine, Fida, Paciello, Tisak, & Caprara, 2014; Hyde, 

Shaw, & Moilanen, 2010).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억압과 조종을 통해 자녀

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책감을 유

발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

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 수준을 증가시켰으며(Park, Kim, & Tak, 2011),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한 측면인 부모 애착과 도덕적 이탈

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Bao et al., 2015). 또한,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

탈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 M. Kim & Kim, 2013; 

Lee, 2016).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 청

소년의 도덕적 이탈 간의 관련성을 암시하며, 특히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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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 내적 변인에 대하여 부모의 완벽주의를 설명력 있

는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리적 통제는 비판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지나치게 요구적임과 동시에 엄격한 것으로 묘

사되는데, 이는 완고한 개인적 기준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

의 평가에 비판적인 완벽주의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rber & Harmon, 2002;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완벽주의적인 부모들은 개인의 소망과 기대를 중요한 

타인에게도 투영하며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

가 완벽을 추구할수록 자녀를 자신의 기준에 순응시키려 심리

적 통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Hewitt & Flett, 1990;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

는 남아에게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H.-Y. Kim & Park, 

2008),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 Han, 2013).

그러나 부모의 완벽주의와 자녀의 도덕적 이탈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매우 드물었으며, 

소수의 연구에서도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도덕적 이탈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eber & Yang, 2016). 따라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할 논

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완벽주의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

를 가정하지 않았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부

모는 자신의 높은 기준을 자녀에게도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맞춰 자녀를 이끌기 위해 심리적 통제

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

적 통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완벽주의는 완벽함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

향성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완벽주의를 발휘하게 

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

실에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본인의 

결함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여 이를 감추고 변명하려는 방어적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높은 

성취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

한 완벽주의로 인해 파생하는 부정적인 발달적 결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내면과 관련한 위험요인들

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도덕적 이탈을 설

명하는 변인으로 부모 양육 요인만을 탐색하거나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해 탐색한 바는 있었으나(Bao et al., 2015; 

Wang et al., 2017; Yun, 2017), 도덕적 이탈을 유도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그 양육의 배경이 되는 부모의 심리 상태까지 관

심을 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내면 요인에 대해 부와 모의 독

립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았다. 더불어, 완벽주의

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취함에 있어

서도 어머니와 남아, 아버지와 여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있었으나(H.-Y. Kim & Park, 2008; Soenens et al, 2013), 동성 부

모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최근 현대 사

회는 부 위주의 가부장적인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부모가 동

등하거나 혹은 모가 중심이 되는 가족체계로 변화해가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Im & Chun, 2009). 이러한 변화는 모와 자녀 

간에 이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조성되게 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 여러 하위 체계 중에서도 모녀 관계는 더욱 강도 높고 

지속적인 체계로 이해되고 있다(Nam & Han, 2002). 그러므로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부모의 성격 특성 및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모녀 관계의 역학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완벽주

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

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위 가정이 확인된다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과 어머니 관련 위험 요인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Figure 1).

  

Figure 1. Pathways from mothers’ perfectionism to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through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

덕적 이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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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

년 여학생 419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은 

청소년기 후반기에 고차원적 인지 기능의 발달이 완성되면서 

고등학생들에게서 도덕적 이탈 기제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들(J. M. Kim & Kim, 2013; Park et al., 2011)에 기반

을 두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

자 고등학생들의 학년은 모두 3학년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17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98

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 131명(31.3%)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심리적 통제 및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의 모든 응답은 청소년의 보고로 이루어졌다.

완벽주의

어머니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laney와 Ashby (1996)

가 개발한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ionism Scales-Revised 

[APS-R])’를 S. Kim (2005)이 번안하고, Jang (2011)이 자녀보고

식으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높은 기준과 

격차의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격차’의 문항이 어

머니의 완벽주의로 인해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을 측정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완벽주의를 연

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

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완벽성향 척도의 하위요인 중 ‘높은 

기준’의 7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나의 학업

이나 일에 대한 성취 기준이 높으시다.”와 “어머니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신 것 같다.”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
다(5점) 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완벽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 이었다.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 (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

를 Choi (2010)가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의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

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기표현 제한은 “나의 어머

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신다.” 등으로, 감정 불인

정은 “나의 어머니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

을 바꾸려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비난은 “나의 어

머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죄책감 유발은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정말 생각한다면 걱정시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애정 철회에는 “나의 어머

니는 내가 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불안정한 감정 기복은 “나의 어머니는 

내게 잘 해주시다가도 비난하시는 등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자주 달라지신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

었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자

기표현 제한이 .91, 감정 불인정이 .76, 비난이 .65, 죄책감유발

이 .64, 애정 철회가 .76, 불안정한 감정기복이 .61이었다.

도덕적 이탈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 (1996)

등이 개발한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MDS])를 Seo와 Kim (2006)이 번안하

고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8개의 하위요인의 

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

펴보면, 도덕적 정당화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싸움하는 것

은 괜찮다.” 등으로, 완곡한 명명은 “다른 아이를 밀치거나 떠

미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한 

비교는 “심각한 불법 행동에 비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등의 문항으로, 책임 전가는 “친

구가 강제로 시켜서 나쁜 행동을 한 아이를 탓할 수 없다.” 등

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책임 분산은 “여럿이서 나쁜 행동을 하

자고 결정했다면 집단 내 한 아이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불공

평하다.” 등의 문항으로, 결과 왜곡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

지 않으면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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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피해자의 비인간화는 “부드럽게 대해서 안 통하는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 등의 문항으로, 비난에 대

한 귀인은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대개 그럴만

한 행동을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

었다. 각 하위 요인 별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도

덕적 정당화가 .67, 완곡한 명명이 .57, 유리한비교가 .83, 책임 

전가가 .76, 책임 분산이 .92, 결과 왜곡이 .60, 비인간화가 .73, 

비난의 귀인이 .40이었다. 완곡한 명명과 비난에 대한 귀인의 

신뢰도는 각각 .40, .57이하로 다소 낮았다. 이는 Lee (2016)와 

Yun (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당 연구들에서도 

두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나 문항 묶음 방

법을 사용하거나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완곡한 

명명과 비난의 귀인이 국내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낮은 신뢰도

를 보이는 것은 개인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문화

적으로 차이를 갖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국내 문

화에 문제없이 적용 가능한 하위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완곡한 명명과 비난의 귀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2월 인천시 소재의 한 여자 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을 시행하기 전, 연구자가 각 학급의 담임교사와 임원에게 연

구에 대해 소개하였고 설문지의 목적 및 응답 시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하였다. 각 학급의 임원들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여자 청소년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배부 후 당일 회수하였으며, 배부

된 450부 중 419부가 회수되어 약 93.1%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과 10 미

만으로 나타나(G. Kim, 2010) 정규성이 확보되어 최종 분석에 

419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 

과 AMOS 21.0 (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배경 및 각 변인 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

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

하였고,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Results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완벽주의, 심리적 통제 및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그 결과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심리적 통제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5∼.39, p < .01). 둘째,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여자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정당화(r = .20, p < .01) 

및 비인간화(r = .15,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자기표

현 제한은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유리한 비교(r = .20, p < 

.01), 결과 왜곡(r = .21, p < .01) 및 비인간화(r = .17,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심리적 통

제의 하위요인 중 감정 불인정은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정당화(r = .17, p < .01) 및 비인간화(r = .12, p < .05)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비난, 죄책

감 유발, 애정 철회 및 불안정한 감정 기복은 도덕적 이탈의 모

든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10∼.27, p < .05∼.01). 한편, 도덕적 이탈의 하위 요인 중 책임 

분산은 다른 모든 하위 요인들과 일관적으로 부적 상관을 나

타냈다. 따라서 책임 분산은 도덕적 이탈의 타 하위요인들과

는 다른 의미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최종 분석에

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항목 묶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완벽성향척도

(APS-R)의 하위요인 가운데, 높은 기준 요인의 7문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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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당 문항 

수가 많을수록 추정 오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Kline, 2010), 구

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실행을 위하여 각각의 문항들을 부분적

으로 합산하여 측정변수로 설정하는 항목 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단일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Kishton과 Widaman (1994)의 제안에 따라 7개

의 문항을 2개의 항목에 순서대로 할당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 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전, 어머니의 완벽주의, 심리

적 통제 및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측정하는 하위 요인

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의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와 χ2/df, Tucker-Lewis 

Index (TLI), Normed Fit Index (NF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의 적

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적합도 평가의 기준을 보면 χ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 가 3보다 작을 때 적합하다

고 판단될 수 있으나, χ2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모형의 적합

도를 평가한다(Hong, 2000). 이외의 적합도 지수로 NFI, TLI, 

CFI의 값은 .90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의 

값은 .05이하일 때 적절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

된다(G. Kim, 2010). 

본 연구의 모형은 어머니의 완벽주의, 심리적 통제, 여자 청

소년의 도덕적 이탈의 세 잠재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완벽주의

는 높은 기준의 측정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리적 통제는 

감정 불인정, 자기표현 제한, 비난, 애정 철회, 죄책감 유발, 불안

정한 감정 기복의 여섯 가지 측정 변인으로, 도덕적 이탈은 도

덕적 정당화, 유리한 비교, 책임 전가, 결과 왜곡, 비인간화의 다

섯 가지 측정 변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모형을 살펴본 결과, 측

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60.86 (df = 62, p < .001), χ2/df = 2.65, 

NFI = .92, TLI = .93, CFI = .95, RMSEA = .06 [90% CI = .05, .07]

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Table 2).

본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모든 잠재변인으

로부터 측정 변인으로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38∼.94로 나

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Critical Ratio (C.R.) 모든 값이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해 측정 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ure 2).

Table 1
Correlations Among Perfectionism, Psychological Control, and Moral Disengagem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Perfectionism             

1. High standards —           
Psychological control             

2. Constrain verbal expressions .25** —           
3. Invalidating feelings .37** .47** —          
4. Personal attacks .28** .54** .51** —         
5. Guilt induction .39** .44** .53** .61** —        
6. Love withdrawal .30** .52** .43** .61** .53** —       
7. Erratic emotional behavior .31** .55** .49** .68** .58** .68** —      

Moral disengagement             
8. Moral justification .20** .08 .17** .20** .21** .14** .18** —     
9. Advantageous comparisons .05 .20** .06 .17** .10* .25** .21** .12* —    
10. 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05 .07 .06 .12* .17** .22** .15** .22** .24** —   
11. Distortion of consequences .09 .21** .09 .13** .15** .15** .18** .28** .31** .27** —  
12. Dehumanization .15** .17** .12* .24** .27** .24** .26** .36** .10* .19** .31** —

Note. N = 419.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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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모형 분석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접 경로의 유의성은 부트스트

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χ2 = 161.36 (df = 63, p < .001), χ2/df = 2.65, NFI = .92, TLI = 

.94, CFI = .95, RMSEA = .06 [90% CI = .05, .07]로 나타나 적합

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

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에 미치

는 직접적인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 .45, p < .001),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 = .46, p < .001). 이를 통해 어머니

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

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완벽주의

가 심리적 통제를 통하여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

는 모형의 검증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이어서,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해 보고자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

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4).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

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완벽주의

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 .20, p < .01) 또한,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완벽주

Table 2
Testing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160.86*** 62 2.59 .92 .93 .95 .06
(.05 ~ .07)

Note. N = 419.
***p < .001.

Table 3
Path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loadings B β SE C.R.
Perfectionism → Psychological control .49 .45 .07 7.22***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19 .46 .03 5.90***

Note. N = 419.
***p < .001.

Figure 2.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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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심리적 통제를 20%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는 함께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21%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

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간접

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요

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완벽주의는 심리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다. 즉,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완벽을 요

구한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

제를 받는다고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할 때 심리적 통

제를 사용하기 쉽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H.-Y. 

Kim & Park, 2008; Soenens et al., 2013; Soenens, Vansteenkiste, 

Duriez, & Goossens, 2006). 결과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개인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할 경우, 자신의 딸에게도 완고한 

기준을 부여하고 높은 성취를 요구하며, 나아가 자녀가 부모

의 기대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심리적 통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 청소년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이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자율성

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도덕성 발달이 증진되는 

반면에,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나타낼수록 자녀의 

도덕성 발달은 저해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Bao et al., 2015; Cho, 2012; Yun, 2017). 그뿐만 아니

라,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Figure 3.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others’ perfectionism to female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through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p < .001.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ootstrapping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erfectionism → Psychological control .45** — .45** .20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46** — .46** .21
Perfectionism → Moral disengagement — .20** .20** .21
Note. N = 419.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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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영역에서의 왜곡인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들(J. M. Kim & Kim, 2013; Lee, 2016)과

도 유사하였다. 이는 자율성의 충족 여부가 개인의 발달과 깊

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관점과 일치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

이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사회인지 이론

(social cognitive theory)과도 맥락을 함께하는 바이다. 특히, 

Wang 등(2017)은 사회인지 이론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현상

을 설명하였는데,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

적인 양육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타인에게 벌어지는 해로

운 상황에 대해 인지적으로 둔감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지

적 둔감화는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다소 완화된 도덕적 평가를 하도록 이끌어 결국 그 행위에 대

한 정당화를 가속하게 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

의 자기표현을 제한하거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심

리상태에 따라 자녀에게 조건적으로 애정을 부여하거나 철회

함으로써 자녀가 수치심과 죄책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양육 행

동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 역동이 발생하는 동안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 쉬운데, 이때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비판을 건전하게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이런 상

황만을 모면하고자 자신의 결함을 감추고 변명하는 사고를 발

달시키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

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여자 청소년이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도 크게 지각하며, 결과적

으로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한 Belsky (1984)의 양육결정요인과정 모델을 지지한

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의 엄격한 기

준을 충족하여 높은 성과를 이뤄내길 원하기 때문에 자녀 양

육 시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여 자녀를 조종하려 하기 쉽다. 이

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비난을 피하고자 자신의 결함이

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교묘한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킬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완벽주

의가 자녀 양육 시 성취 지향과 같은 좋은 의도로 발휘될지라

도, 오히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

지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도덕적 이탈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에 직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모순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모녀 관계에서 확인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화되는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기존의 부모 양육과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대하여 이성 부모

의 영향력을 증명하였다. Yun (2017)의 연구에서는 이성 부모

의 온정적인 양육이 각각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도덕

적 이탈에 영향을 미쳤으며, Trentacosta 등(2011)은 모-자 간 온

정 수준이 남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 부모인 어머니가 가

진 내적 요인과 양육요인이 동성 자녀인 딸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높은 기준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

를 양육할 때 동성의 자녀인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본인의 

기대와 소망을 딸에게 강하게 투영하여 심리적으로 통제하려

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딸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성 부모의 온정적 양육

과 이성 자녀의 도덕적 이탈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

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동성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일시 과정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도덕적 이탈의 발달에 있어, 이성 부모인 

경우 온정적 양육 태도와 같은 일반적 양육 태도의 영향을 고

려해야 하나, 동성 부모인 경우 자녀와 동일시함으로써 자녀

에게 투영할 수 있는 동성 부모 자신의 내적 요인이 중요한 영

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

의 하위요인 중 ‘책임 분산’이 다른 하위요인들과 반하는 경향

을 보여, 타 요인들과는 다른 의미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는 점이다. 책임 분산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아이들도 잘못했다면, 그러한 잘못을 먼저 하자고 제안한 아

이만 혼내서는 안 된다.”, “집단이 한 나쁜 행동에 대해 한 아

이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평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andura 등(1996)에 의하면, 책임 분산의 기제는 집단에

서 발생한 유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세분화하여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집단의 해로운 행

위에 관한 책임을 구성원들과 함께 짐으로써, 비도덕적인 행

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려는 경

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책임 의식에 대한 문화

적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즉, 개인

주의적 사상이 발달한 서양에 비해 한국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집단 내에서의 책임감과 연대 의식 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

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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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

자들이 속한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적 책임의식의 지각이 

책임 분산을 측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

하여 추가적인 비교 문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의 1개 여자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을 전체 여

자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연령에 수반하는 차이점을 고려하

여 적절한 표집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청

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유 분

산(shared variance)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

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을 어머니에게서 직접 측정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덕

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완곡한 명명’과 ‘비난의 귀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바 

있다. 이는 Lee (2016)와 Yun (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 해당 연구들에서도 두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본 연구를 통

해 확인된 국내 도덕적 이탈 기제 척도의 한계점들을 보완하

기 위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기는 고차원적인 인지기능

이 발달하여 추상적 사고 및 가설적 사고가 증가하는 단계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도덕적 책임 의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확립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덕성 및 

인지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인지 영역에서의 왜곡인 도덕적 이탈의 발달

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

째,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모녀 관계의 역동에 초점을 두고 이

를 살펴본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해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

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도덕

적 이탈의 선행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선행연

구들은 있었으나, 자녀의 도덕적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내면적 배경을 탐색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완벽주의가 심리적 통제를 통하

여 여자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

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완벽

주의가 자녀의 기능적인 발달 및 높은 성취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것임에도,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인지 발달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덕적 이탈이라는 부적응적인 발달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능적인 도덕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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