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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미주리대학교 다문화 아동·가족센터 연구원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particular, the study explored the mediating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positive co-parenting and 
co-parenting conflict in these link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150 children (M age = 4 years at T1) and their parent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inks 
among the study variables.          
Results: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subsequent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were 
also directly related to their own and partners’ positive co-parenting and co-parenting conflict at a later 
time point. Mothers’ positive co-parenting and co-parenting conflict predicted children’s subsequ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Moreover, mothers’ positive co-parenting and co-
parenting conflict were mediators in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mechanisms that 
explain the longitudinal links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Keywords: marital conflict, co-parenting,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ren

한영숙

Introduction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같은 다양

한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Cummings 

& Davies, 2010). 선행연구들에서 부부 간의 갈등해결방식이 

비난이나 무시와 같은 부정적 . 비기능적인 형태로 표출될수

록 아동은 공격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내재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uehler et al., 1997; Katz & 

Gottman, 1993).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부부갈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동안 선

행연구들에서는 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경로로써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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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주목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오

고 있다(Buehler & Gerard, 2004; Lindsey, Caldera, & Tankersley, 

2009). 그러나 양육행동 외에 다른 어떠한 요인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Katz와 Low (2004)는 부모의 공동양육이 부

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부모공동양육이란 두 성인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

로서 공유하는 책임감과 활동으로, 상대방의 양육행동과 노력

에 대해 지지하는 긍정적인 공동양육 형태와 상대방을 비난하

거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형태의 부정적인 공동양육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Margolin, Gordis, & John, 2001). 부부갈등 또

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s)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부모공동양육은 어머니, 아버지, 아동 세 사

람 간의 관계(triadic relationships)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troud, Durbin, Wilson, & Mendelsohn, 2011).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형태의 부부갈등이 많이 표출될

수록 협력적인 공동양육행동은 더 적게 나타나고, 공동양육 

갈등과 같은 부정적 유형의 공동양육 행동은 더 많이 나타났

다(Jang & Choi, 2015; Katz & Low, 2004; Margolin et al., 2001).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 행동이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

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Low, 2004; Murphy, 

Boyd-Soisson, Jacobvitz, & Hazen, 2017). 따라서 부모의 공동양

육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응답을 기반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

에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자신

과 배우자의 공동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

제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간과한 측면

이 있다. 아울러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갈등, 부모공동양

육,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설

명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

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

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

적 .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ehler et al., 

1997; Camisasca, Miragoli, & Blasio, 2016;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Katz & Gottman, 1993; Xuan et al., 

2018). 부부갈등은 부부 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이익이 상충될 때 이를 해결하는 행동, 정서, 전략의 차이에 의

해 달라지는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과 같은 부정적

인 형태의 갈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합

리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는 협력적인 갈등 형태로도 표출될 

수 있다(Buehler et al., 1997). 연구자들은 68개의 연구들을 메

타분석 한 결과, 부부갈등이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의 내재

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ehler et al.,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지각한 부

정적인 형태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33개월부터 82개월까지

의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다(Xuan et al., 2018). 한편, 부부갈등과 아동

의 부적응 간의 횡단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Brock과 Kochanska (2016)는 아동이 만 2세일 때 측정

된 부부갈등이 아동의 나이가 만 10세일 때 이들의 내재적 문

제행동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회피, 상호작용 거부, 언어적 공격성, 부부갈등에 자녀를 

포함시키기와 같은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형태의 부부

갈등은 이후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부부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을 저하시킴

으로써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Brock & Kochanska, 2016).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보면,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 . 횡단적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졌으나 부부갈등

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연구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갈등은 부모의 공동양육행동

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Jang & Choi, 2015; Katz 

& Low, 2004; Margolin et al., 2001). 구체적으로 Jang과 Choi 

(2015)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

도가 높고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을수록 부모의 지지적인 공

동양육행동은 낮게 나타나고, 비난적인 공동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부갈등과 공

동양육의 주체인 아버지가 포함되지 않아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Jang & Choi, 2015). 반면에, Margolin 등

(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연구에 포함시

켜 이들의 부부갈등과 공동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훈련된 관찰자가 평정한 어머니의 적대적 . 방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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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부관계행동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과 아버지의 긍정적

인 공동양육행동(협동성)은 더 낮았고, 부정적인 공동양육행

동(갈등, 부부갈등에 자녀를 포함시키기)은 더 높게 나타났다

(Margolin et al., 2001). 또한 아버지의 적대적 . 방어적인 부부관

계행동이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공동양

육행동(부부갈등에 자녀를 포함시키기)은 더 높게 나타났으

며, 어머니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었다(Margolin et al., 2001).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부부관

계에서의 부정적인 행동이 전반적으로 어머니 자신과 배우자

인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에 모두 영향을 준 반면, 아버지의 

부정적인 부부관계 행동은 배우자인 어머니의 다양한 공동양

육행동을 더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가족체계를 연구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

두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공동양육행동은 아동의 내

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Katz & Low, 2004; Murphy et al., 2017; Murphy, Jacobvitz, & 

Hazen, 2016; Schoppe, Mangelsdorf, & Frosch, 2001; Teubert & 

Pinquart, 2010; Zemp, Johnson, & Bodenmann, 2018). Teubert

와 Pinquart (2010)는 부모의 공동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대한 59개의 선행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협조적일수록 자녀의 내재적 . 외

현적 문제행동은 낮게 나타난 반면, 갈등적인 공동양육 행동

을 보일수록 자녀는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이 24개월일 때 

관찰자에 의해 측정된 부모의 경쟁적인 공동양육(자녀를 자

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비난하는 

행동)이 아동이 7세가 되었을 때 교사에 의해 측정된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가 경쟁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은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et al., 2017). 위 선행연

구 결과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이나 비난과 같은 부정적

인 공동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지지와 협동과 같은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

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 부정적 공

동양육행동이 각각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

부적인 공동양육행동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위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은 이후 부

모의 긍정적 . 부정적 공동양육행동을 예측하고(Christopher, 

Umemura, Mann, Jacobvitz, & Hazen, 2015; Hardesty, Crossman, 

Khaw, & Raffaelli, 2016), 부모의 긍정적 . 부정적 공동양육행동

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Camisasca, Miragoli, Blasio, & Feinberg, 2019; Parkes, Green, & 

Mitchell, 2019).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지지적인 공동양육행동

을 보일수록 학령기 자녀의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고(Jang & Choi, 2015), 적대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

일수록 아동은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Low, 2004). 따라서 부부갈등이 부모공동양

육을 통하여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공동양육

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Stroud, Meyers, Wilson, & Durbin, 2015). 또

한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분석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구에 참여

했더라도 이들의 통합적인 공동양육행동을 평가하여 어머니

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각각 자신과 배우자의 세부적

인 공동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려

웠다. 아울러 부부갈등이 부모의 공동양육을 통하여 또는 직

접적으로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종단설계를 바탕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중기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은 이후 청소년

기와 성인기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이므로(Moilanen, Shaw, & Maxwell, 2010; Odgers et al., 

2008), 이 시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발

달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arkes, 

Green와 Mitchell (2019)은 영유아기의 부부관계 및 부모공동

양육과 같은 가족 기능들이 이후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Parkes et al., 2019). 특히 유아기는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시기이

며(Han,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관계와 공동양

육 간의 관계가 영아기때보다 서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Schoppe-Sullivan, Mangelsdorf, Frosch, & McHale, 

2004), 유아기의 부부관계 및 부모공동양육이 이후 아동의 심

리사회적 발달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측하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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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아동의 성별과 같은 연

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

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øe 

et al., 2014; Reising et al., 2013). 또한 연구자들은 남아가 여아

에 비해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 여아

는 남아에 비해 내재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따라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여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연구변인들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

각하는 부부갈등,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

과 공동양육 갈등,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직접

적 .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이 어머니와 아버지

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 아동의 내재적 . 외현

적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 종단적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적 . 외

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

동이 매개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5, 7, 8차

년도에 참여한 2,150명의 아동들과 부모들이다. 한국아동패

널 6차년도에는 부부갈등 변인이 포함되지 않아 5차년도 자

료를 사용하였고, 부모공동양육 변인은 7차년도부터 수집되

어 7차년도 자료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한국아동패널 5 

(Time 1), 7 (Time 2), 8차년도(Time 3)에 참여한 아동의 나이는 

각각 만 4, 6, 7세이며, 남녀 비율이 각각 51%, 49%이다. 패널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her Father
n (%)

Education levels No schooling 1 (    .1) 0 (    .0)
Middle school 8 (    .5) 10 (    .6)
High school 493 (29.1) 446 (26.5)
College 455 (26.9) 326 (19.3)
University 647 (38.2) 727 (43.1)
Graduate school 89 (  5.3) 176 (10.4)

Employment/studies status Employment/studies 723 (43.0) 1531 (94.7)
No employment/studies 960 (57.0) 85 (  5.3)

M (SD)
Age 34.79 (3.70) 37.26 (3.97)
Earned income 4,437,800 (366.5) won
Assets income 254,000 (26.9) won
Publictransfer income 51,000 (17.9) won
Privatetransfer income 80,000 (136.9) won
Marriage duration 95.30 (39.17) months
Note. N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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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수집되었는데, 전국 

지역에서 30개의 신생아 출산 의료기관을 추출한 후 어머니

들의 동의를 받은 2,562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실제 패널연구에 참여한 2,150 가구를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Shin, Ahn, Lee, Song, & Kim, 2008). Time 1대비 Time 2의 표

본유지율과 Time 2 대비 Time 3의 표본유지율은 각각 94.2%, 

98.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사회

인구학적 정보(나이, 교육수준, 월 평균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취업/학업상태, 결혼지속기간)

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도구

부부갈등

어머니와 아버지는 Markman, Stanley와 Blumberg (1994, 2001)

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부부갈등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원 도구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지만 한국아동패널 연구

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지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의 예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아내)

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부부갈등 척도 8문항

(Time 1)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어머니 

응답), .91(아버지 응답)이었다.

부모공동양육

어머니와 아버지와 긍정적 . 갈등적 공동양육행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McHale (1997)의 가족통합(family integrity)과 갈등

(conflict) 하위척도가 사용되었다. McHale (1997)의 공동양

육 척도는 가족통합, 갈등, 비난, 훈육의 4가지 하위척도들로 

구성된 도구이지만 비난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42(어머니 응

답), .34(아버지 응답)로 나타났고, 훈육의 내적합치도 계수가 

.15(어머니 응답), .14(아버지 응답)로 매우 낮아 비난과 훈육 

하위척도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양육 도구는 어

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양육 상황에서 각각 자신의 행동을 보

고하는 지필식 질문지이다 가족통합 척도는 공동양육 상황

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협동적이고 지지적인 모습을 보

이는 긍정적인 공동양육을 의미하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 척도는 공동양육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 앞에

서 분쟁 및 갈등을 표출하는 공동양육 갈등을 의미하고, 총 2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

우 그렇다(7점)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

이다. 가족통합 척도(긍정적인 공동양육)의 예로는 다음과 같

다.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배우자

에 대한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나는 배우자 없이 아

이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말을 한다.” 갈등 척도(갈등적인 공동양육)의 예

로는 다음과 같다.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

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

거나 빈정거리며 말한다.”, “나는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함께 있

을 때 배우자와 언쟁(말싸움)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을 구별

하여 분석하였다(Margolin et al., 2001). 선행연구들에서 어머

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 간의 상관이 낮게 보고되었는데

(Margolin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

정적인 공동양육행동 간의 상관계수와 갈등적인 공동양육행

동 간의 상관계수가 각각 .41, .47로 .7보다 낮아 둘의 문항평

균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따로 분

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

한 긍정적인 공동양육 7문항(Time 2)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이 각각 .86,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갈등적인 공동양육 2문항(Time 2)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어머니와 아버지 응답이 모

두 .77이었다.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어머니는 Oh와 Kim (2010)의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6-18 [CBCL 6-18])를 사용하여 학령

기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을 평정하였다. 내재적 문

제행동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하위척도들을 통

해 평가하고,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적 문제행동

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하위척도들을 통해 평가하고, 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다(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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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정하도록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내재적 문제행동

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거나 불평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서 있거나 

긴장되어있다.”,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예: 두통)가 있다.” 등이 있다. 외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

는 문항의 예로는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

게 군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등이 있다. 내재적 문제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으로 문제가 표출되기보다는 위축되거나 과잉 

통제된 행동과 같은 내적인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

면에 외현적 문제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가 어렵고, 남

에게 해를 입히는 등 외적으로 분명하게 표출되는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재적 문제행동 32개 

문항(Time 3)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이었

고, 외현적 문제행동 35개 문항(Time 3)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

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Time 1의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을 통

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소득 및 아동의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으나 가족

소득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만이 통제되었다(Han, 

Rudy, & Proulx, 2017). 아동의 보호자(어머니가 99%)가 부모

의 교육수준과 성별을 응답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무학(1

점)에서 대학원 졸업(7점)의 범위로 평정하는 7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여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연구변인들에 대한 사전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종

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STATA 14.2 (StataCorp, 2015)를 

통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은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부갈등과 통제변

인들 간의 관계가 있다고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인 아동의 내

재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의 잔차(residual) 간의 관계

가 있다고 설정하였다. 또한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개

변수들의 잔차(residual) 간의 관계가 있다고 설정하였다. 패널

자료의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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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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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연구변인들에 대한 사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어머니

와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주요 연구변인들로 설정하였다. 

Table 2에는 사전분석을 통해 살펴 본 연구변인들에 대한 평

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앞서 연구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한 선행연

구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아동의 성별이 통제변인

으로 고려되었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변인들과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긍정적

인 공동양육행동(β = .08, SE =.02, p < .01), 아버지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β = .10, SE = .03, p < .001),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β = -.07, SE = .03, p < .01)과 관계가 있었고, 아동의 성별

은 외현적 문제행동(β = -.11, SE = .02, p < .0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은 연구변인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통제하지 않았고(Han et al., 2017), 최종분석에는 부

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성별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변인들에 대한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 간의 직.간접 및 종단적 관계가 있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ure 2에 제

시한 바와 같다. 모델적합도는 χ2(2) = 27.16, p < .001, RMSEA= 

.07, CFI = .99로, 충분한 모델적합도를 갖추었다(Schermelleh-

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먼저, 연구변인들 간에 직

접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Time 1에서 측정한 어머니

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내

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이후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β = .08, SE = .03, p < .05).

또한, Time 1에서 측정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

부갈등이 Time 2에 측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인 공

동양육행동 및 공동양육 갈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이후 자신

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β = -.31, SE = .03, p < .001)과 공동

양육 갈등(β = .31, SE = .03, p < .001)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

고, 아버지의 이후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β = -.17, SE = .03, p 

< .001)과 공동양육 갈등(β = .18, SE = .03, p < .001)과도 직접

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역시 이

후 자신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β = -.21, SE = .03, p < .001)

과 공동양육 갈등(β = .34, SE = .03, p < .001)과 직접적인 관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the Variables

1 2 3 4 5 6 7 8
1. MMC (T1) —

2. FMC (T1) .63*** —

3. MPC (T2) -.36*** -.27*** —

4. MCC (T2) .45*** .42*** -.33*** —

5. FPC (T2) -.30*** -.32*** .41*** -.21*** —

6. FCC (T2) .39*** .45*** -.27*** .47*** -.35*** —

7. CIP (T3) .13*** .11*** -.15*** .13*** -.11*** .07** —

8. CEP (T3) .19*** .15*** -.19*** .17*** -.15*** .11*** .66*** —

M 2.12 2.09 5.36 2.80 5.11 2.90 .11 .12

SD .78 .72 .98 1.33 .99 1.33 .13 .13

Note. MMC = mo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FMC = father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MPC = mothers’ positive coparenting; 
MCC = mothers’ coparenting conflict; FPC = fathers’ positive coparenting; FCC = fathers’ coparenting conflict; CIP =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EP =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p < .01. ***p < .001.



 Youngsook Han   116

가 있었고, 어머니의 이후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β = -.07, SE 

= .03, p < .05)과 공동양육 갈등(β = .21, SE = .03, p < .001)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Time 2에서 측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인 공동양육행동 및 공동양육 갈등이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은 아동의 내

재적 문제행동(β = -.08, SE = .03, p < .01)과 외현적 문제행동(β 

= -.10, SE = .03, p < .001)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공동양육 갈등 역시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

(β = .07, SE = .03, p < .05)과 외현적 문제행동(β = .08, SE = .03, 

p < .05)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긍정적

인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각각 자신과 배우자의 이후 긍정적 . 갈등적 공동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어머니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은 일년 후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였고, 어머니의 갈등적 공동양육행동은 일년 후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

등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

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Time 1에서 측정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

는 부부갈등과 Time 3에 측정한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Time 2에 측정한 부모의 공동양육행동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지각하

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CIs = .0052

∼.0056, p < .05)과 공동양육 갈등(CIs = .0004∼.0069, p < .05)

을 통하여 아동의 이후 내재적 문제행동을 간접적으로 예측하

였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CIs = .0042∼.0072, p < .05)과 공동양육 갈등

(CIs = .0033∼.0054, p < .05)을 통하여 아동의 이후 외현적 문

제행동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

등 역시 어머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CIs = .0005∼.0015, 

p < .05)과 공동양육 갈등(CIs = .0002∼.0033, p < .05)을 통하

여 아동의 이후 내재적 문제행동을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CIs = .0006∼.0012, p < .05)

Figure 2.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marital conflict, co-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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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양육 갈등(CIs = .0020~.0027, p < .05)은 아버지가 지

각하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이후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서도 매개하였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이

후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

요한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 아동의 내재

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 . 종단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과 공동양육 갈등을 통하여 아

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다

음에서는 본 연구결과들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삼년 후 아동의 외현

적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부갈등과 아

동의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한다(Buehler et al., 1997; Kaczynski et al., 2006; 

Katz & Gottman, 1993; Xuan et al., 2018). Bandura (1977)가 제

시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ning theory)에서는 아동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양식을 획득한다

고 설명하였다. 특히 자녀와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는 자녀에게 있어 매우 영향력이 있는 모델로서 자녀의 행동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부모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부모 간 상호작용을 목격한 자녀

들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공격적인 방법이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서 수용 가능한 또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배우

고,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Grych & Fincham, 1990).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공격적 . 적대적 유형의 부부갈등에 자

주 노출된 아동일수록 이러한 부모의 행동양식을 학습하고 타

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다르게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과는 직

접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rock과 Kochanska (2016)

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이후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과 직접

적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적 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으

로 아동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던 결과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다른 잠재경로가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2년 후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 및 공동양육 갈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과 부

모의 공동양육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

과와 일치한다(Jang & Choi, 2015; Katz & Low, 2004; Margolin 

et al., 2001).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와 아버지

의 공동양육행동을 살펴보지 않아(Jang & Choi, 2015; Katz & 

Low, 2004),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 간 관계와 부모의 공동양육행동 간의 세부적

인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

하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 간 관계가 각각 자신

과 상대 배우자의 공동양육행동을 단기적 . 종단적으로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 McDaniel, Leavitt, & Feinberg, 2016; 

Margolin et al., 2001).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에 따

르면, 가족체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어 각 하위체

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Minuchin, 1985). 따라서 가

족의 하위체계 중 하나인 부모 간 관계는 다른 하위체계인 부

모의 공동양육관계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x & Paley, 1997). 본 연구결과는 가족체계를 연구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가족 상호작

용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하였고, 

가족체계들의 유기성을 강조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가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

은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였고, 공동양육 갈등

을 보일수록 아동은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긍정적인 공동

양육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심

리사회적 부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에, 갈등과 비난

과 같은 부정적인 형태의 공동양육행동은 내재적 . 외현적 문

제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Low, 

2004; Murphy et al., 2016; Murphy et al., 2017; Schoppe et al., 

2001; Teubert & Pinquart, 2010).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에 근거하여, 공동양육 상황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상

대 배우자에 대해 비난 및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역

기능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자주 표출할 경우, 이를 목격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공동양육행동을 학습하여 타인에게 적용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동양육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내재적 . 외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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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공동양육은 다양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Feinberg, Kan, & Goslin, 2009; Margolin et al., 2001; Pedro, 

Ribeiro, & Shelton, 2012). 예를 들어, Pedro 등(2012)의 연구에

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은 배우자의 정

서적 지지와 통제적 양육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공동양육 갈등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거부적 양

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과 공동양육 

갈등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직접적 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Katz & Low, 2004; 

Murphy et al., 2016; Murphy et al., 2017; Schoppe et al., 2001)은  

관찰자의 평정에 의해 부모의 통합적인 공동양육행동을 측정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공동양육행동이 아동

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는 비

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공동양육관계에서 어머

니와 아버지의 기능이 다를 수 있음으로 강조하며,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공동양육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였다(Margolin et al., 2001).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협동

적 .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Margolin et al., 2001),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이 아버지

의 공동양육행동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어머니는 가정의 주 양육자로서

의 역할과 책임감이 크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에 비

해 더 많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공동양육행동

과 공동양육 갈등이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분석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관

계가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 및 다른 연구변인들을 함께 설

명함으로써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Han, 2019).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가 더욱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이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과 직접적 관계는 없었으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공동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Margolin et al., 2001) 및 아버

지의 양육참여(Cabrera, Shannon, & La Taillade, 2009)를 예측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동양육행동이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 또는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이후 아동

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긍

정적 공동양육행동 및 공동양육 갈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간 관계와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공동양육행동의 매개 효과를 밝힌 선

행연구들과 일치한다(Baril, Crouter, & McHale, 2007; Jang & 

Choi, 2015; Katz & Low, 2004; Stroud et al., 2015). 예를 들어, 

Katz와 Low (2004)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신체적인 공격

성을 자주 드러내는 등 부부 간의 갈등이 빈번한 부모의 자녀

일수록 적대적인 형태의 부모공동양육 행동에 더 많이 노출됨

으로써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할수록 온정적인 

부모공동양육 행동이 감소하였고, 낮은 수준의 부모공동양육 

행동은 다시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등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ud et al., 2015). 국내연

구에서도 부부갈등이 지지적인 부모공동양육 행동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Jang & Choi, 2015). 본 연구결과는 이처럼 관련 선행연

구들과 일치하며, 전이 모델(spillover model)을 지지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전이 모델에 따르면, 부부 간의 관계가 이들

의 공동양육행동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의 적응

을 예측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troud et al., 2015). 가족체계이

론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가족체계들은 상호영향을 주고받

는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에(Minuchin, 1985), 부정적인 부모 

간의 관계는 이들의 공동양육 관계에 쉽게 전이가 되는 특성

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공동양육관계는 다시 아

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결

과는 특히 어머니의 공동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머

니가 아버지 및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는 등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

도록 돕고,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또한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대화할 때 

무시하거나 빈정대는 말투를 삼가는 등 공동양육 상황에서 배

우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한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

필식 질문지를 통하여 자신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자신의 공

동양육행동을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지필식 질문지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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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후속연구

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버지나 교사와 

같이 다양한 보고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보고자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

고 풍성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지필식 질문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서 연구자의 관찰을 통한 평정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부모공동양육을 통해 아동의 내

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일방적 방향만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가족체계이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부갈등과 부모

의 공동양육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아동의 문

제행동 역시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양방향 연구를 통하여 가족상호작용의 역동성에 대해 

보다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에서는 부정적 측면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측면의 부부갈등이나 부부관계의 질이 어떻게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동의 친사회성과 같은 긍정적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긍정

적 . 부정적 측면의 부모 관계가 어떻게 긍정적 . 부정적 측면의 

공동양육행동 및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패널 5, 7, 8차년도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Time 1

과 Time 2, Time 2와 Time 3의 간격이 각각 2년과 1년으로 차

이가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기반하여 부부갈등, 부모공동양

육, 아동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부부갈등 변인은 패널 6

차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아 5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추후 연구자가 자

료를 동일한 간격으로 직접 수집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연

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

는 부부갈등과 부모공동양육에 따른 아동의 전반적인 심리사

회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내재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위축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후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갈등과 공동양

육행동이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 및 시사점을 가졌

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의 아동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선행

연구들에 비해 한국가정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연구자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개

인이 수집하게 되었을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는 편의표집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서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것과 다르게 3개년도 종단적 자료를 

통하여 부부갈등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동양육행동과 아동

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인 형태의 부부갈등이 빈번한 가정의 자녀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중재 및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시켜 이들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공동양육행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

적인 중재방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

니의 긍정적인 공동양육행동을 강화하고 공동양육 갈등을 줄

임으로써 자녀의 내재적 .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난이나 무시와 같은 부정

적인 형태의 부부갈등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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