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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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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ctor-partner mediation effect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in relation to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on parents with four-year-olds from 1,513 families that 
participated in the 7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ults: Results showed that actor-partner mediation effect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were found in 
relation to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For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al warmth and control with happiness as a mediator, there were actor-actor 
and partner-actor effects. For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al warmth 
with depression as a mediator, there were actor-actor effects and partner-actor effects.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parents need to establish positive marital relations and make 
mutual efforts in increasing their happiness and lowering their depression f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Moreover, this research found out that happiness and depression have their own 
independent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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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영1, 도현심2

Introduction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모든 발달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발달 단계 중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Belsky (1984)는 자녀양육과정 모델(a process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

녀 및 환경적 특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 행복감 

및 우울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강조한 Belsky (1984)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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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양육과정 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였다.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

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포함한 선행 연구들

은 대부분 각자의 독립적 영향력에 초점을 둠으로써 밀접한 

부부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탐색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분석 모형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이다(Cook & Kenny, 2005). 

APIM모형을 활용하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부부의 양방

향 간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다(Ponnet et al., 2013). 특

히,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영향(자기효과: actor effect)과 상대

방이 미치는 영향(상대방효과: partner effect)을 이해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부부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Cook & Kenny, 2005). 

그동안 많은 독립적 자료 형태의 연구결과들(Chae & Kwak, 

2017; Fishman & Meyers, 2000; I. S. Han & Yang, 2015; C. K. 

Kim & Cho, 2015; H.-N. Kim & Lee, 2013; Krishnakumar & 

Buehler, 2000)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부부관계가 부모 각각에 어떠한 인과적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APIM을 통해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결혼불만족이 유아기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부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연구(H.-

W. Kim & You, 2017)에서 부모 모두에게 결혼불만족은 긍정

적 양육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Belsky (1984)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

인으로서의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긍정적 심리적 상태와 부

정적 심리적 상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라

고 일컬어지는 긍정적 심리적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주관

적 안녕감, 행복감, 긍정 정서,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다

(Kwon, 2008; Yoo, 20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

감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에 초점을 두었다(Lyubomirsky & Lepper, 1999). 반

면 부정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슬픔이나 불안감, 분노감 등이 

있으나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혀진(Belsky, 1984), 전반적인 부정적 심리적 특징을 포괄

할 수 있는 우울감(depression)에 초점을 두었다(Kessler et al., 

2002).

긍정적 심리적 특성인 행복감과 부정적 심리적 특성인 우

울감과 같은 긍정적, 부정적 심리적 특성 사이의 독립성은 오

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다(Argyle, 2001; Kwon, 2008). 이러

한 논란은 두 가지의 심리적 특성이 연속선상의 양 극단에 위

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즉, 긍정적 심리적 특성과 부

정적 심리적 특성이 서로 반대에 있는 것이라면 행복감을 느

끼는 상태는 우울감을 느낄 수 없고,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라

면 행복감은 느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두 정서

가 독립적이라면 사람들은 두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Argyle, 2001; Baumgardener & Crothers, 

2009; Compton, 2005;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에서는 두 특성이 단일차원이라고 보기도 하고 독립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두 정서가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

가 우세하다(Compton, 2005). 선행 연구에서 행복감과 우울감

이 마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이 정반대되는 개념인지를 확

인한 결과(Cheng & Furnham, 2003) 행복감과 관련이 있었지

만 우울감의 예측요인이 아닌 것도 있었고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지만 행복감의 예측 예측요인이 아닌 것도 있었다. 즉, 행

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행복감의 증진과 우울감의 감소는 다른 독립적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심리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우울감과 긍

정적 심리적 특성으로 대표되는 행복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중립 정서를 행복감으로 변화

시키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Peterson, 2006; Peterson & Steen, 

2002). 그러나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 내에서 행복감과 우울감

의 독립성 또는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

복감과 우울감의 영향이 독립적인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행복감 및 우울감은 양육행동의 선행 변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우울감과 비교할 때, 부모의 행복

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우울

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부

족한 편이다.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2000)는 긍정심리

학(positive psychology)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현재까지의 연구

들은 부정적 심리적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왔던 것을 비판하였다. 이제는 긍정

적이고 행복한 심리적 특성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와 관련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의 심리적 특성과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APIM을 통해 

살펴본 연구에서(Yeon & Choi, 2014)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

성이 건강할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자기효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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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지만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배우자의 심리적 상태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건강상

태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우울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행복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Gelfand & Teti, 1990). 우울감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에서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J. Y. Lee & 

Jang, 2009)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우울감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Davis, Davis, 

Freed, & Clark, 2011; White & Barrowclough, 1998; Wilson & 

Durbin, 2010). 그러나 행복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우

울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APIM을 이용해서 살펴본 연구

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아기 어머니가 산후 우

울을 겪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 반면

(Goodman, 2008) 어머니가 우울할 경우 아버지는 아동에게 

더 나은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에게 보상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Edhborg, Lundh, Semiyr, & Widstrom, 

2003; Hossian et al., 1994).

위와 같이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특성인 행복감 및 우울감도 양육행동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로 제시한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 및 우울

감 또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결혼만족

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부모가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았

다(H. O. Lee & Kim, 2016; H. K. Park & Youn, 2012). 청소년기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부적응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APIM을 이용해 살펴본 연구(Beach, Katz, Kim, 

& Brody, 2003)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각자 지

각하는 결혼적응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우울감뿐만 아니라 배

우자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부모의 결혼만

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복감은 높아지고, 우울감은 낮아

질 가능성이 높으며(H. O. Lee & Kim, 2016; Markman, Stanley, 

& Bluranberg, 2001; H. K. Park & Youn, 2012) 상대방 효과는 

부모 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Beach et al., 2003; Joo, 

Jeon, & Wang, 2015).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

울감, 그리고 양육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부모의 결혼만

족도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행복감 및 우울

감의 매개적 역할을 가정하게 한다. 먼저 행복감의 매개적 역

할과 관련하여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생활의 질과 부모-자

녀관계 간의 관계에서 안녕감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하였다

(Y.-R. Lee & Park, 2009). 다음으로 우울감의 매개적 역할과 관

련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감은 부부갈등과 양

육태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Y.-S. Lee, 2017)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우울감은 부부관계의 질과 부모-자녀 관계

의 질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Kouros, Papp, Goeke-Morey, & 

Cummings, 2014).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이론적인 틀로서 Belsky (1984)의 자

녀양육과정 모델과 방법론적 틀로서 Cook과 Kenny (2005)의 

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 양

육행동 간의 상호의존적, 역동적인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부모

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2).

연구문제 1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

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Figure 1.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happiness as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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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depression as mediator.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자료 중 7차년도 자료(2014년, 만 

4세)를 사용하였다. PSKC는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 후 삶의 궤

적을 추적하고,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이다(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본 연구

의 참가자는 조사에 참여한 총 1,620쌍의 자료 중 부모와 아이

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12가구)와 대부분의 문항에 불성

실한 응답을 한 경우(95가구)를 제외한  1,513가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다. 유아기 자녀 부모들을 연구 참가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아기에 이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양육행동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C.-K. Kim & Cho, 

2015). 특히 본 연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연구 참가

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 연구 뿐 아니라 영국

의 1999-2000년 출생아 대상 밀레니엄 코호트 연구(Millenium 

Cohort Study [MCS])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아버지의 중요성

과 더불어(Y. K. Choi et al., 2014) 부부와 같이 쌍을 이루는 대

상들은 커플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Cook & Kenny, 

2005; Kenny, 1996) 양육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근

거에 따라(H.-S. Choi & Yeon,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

자를 만 4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로 선정하였다.

7차년도 한국아동패널에 조사에 참여한 총 1,620쌍의 자료 

중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12가구)와 대부분

의 문항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95가구)을 제외한 1,513 

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774명(51.2%), 

여아 739명(48.8%)이었다. 부모의 학력과 관련하여 4년제 졸

업이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572명(37.8%)과 634명(41.9%)으

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8명(19.0%)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327명(21.6%)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모

와 비취업모가 각각 676명(44.7%)과 829명(54.8%)이었다. 거

주지역은 경인권이 475가구로 가장 많았고(31.4%) 부산, 울

산, 경남권이 262가구(17.3%)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가구의 구

성형태는 부모, 자녀 가구가 1368가구(90.4%)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는 35-39세가 770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35-39세가 637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300-600만원 미만이 1053가구(69.6%)로 

가장 많았고, 0-300만원 미만이 310가구(20.5%), 600-900만

원 미만이 115가구(7.6%), 900-1200미만이 33가구(2.2%)가구, 

1200만원 이상이 2가구(0.1%) 순이었다.

연구도구 

결혼만족도

부모의 결혼만족도 척도는 수정된 캔자스 결혼만족도 척도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로

서 이 척도는 Chung (2004)의 캔자스 결혼만족도 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

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Schumm, Nicohols, Schectman, & 

Grigsby, 1983). 이 척도는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문

항 간 내적 합치도는(Cronbach’ α),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9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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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부모의 행복감 척도는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들이 

번안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에 문항을 확정한 것이다. 총 4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

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

내는 편이다.”, “나는 매우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

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Cronbach’ α), 

어머니의 행복감은 .88, 아버지의 행복감은 .87이었다.

우울감

부모의 우울감 척도는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를 한국아

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6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를 들면, “지난 30일 

동안 불안감을 느끼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

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등이 포

함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Cronbach’ α), 어머니의 우울감 

.92, 아버지의 우울감 .93이었다.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Cho, Lee, Lee와 Kwon (1999)의 문항

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것이다. 부

모의 양육행동은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총 

12문항), 온정성(6문항)과 통제성(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온정성, 통제성이 높은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온정성 문

항의 예로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

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을 통제성의 경우 “아이가 어려도 엄

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

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어머니의 온정성은 .86, 어머니의 통제성은 

.73, 아버지의 온정성은 .73, 아버지의 통제성은 .79이었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통제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가구소득(Duncan, Books-

Gunn, & Klebanov, 1994; K.-Y. Lee, 2002), 어머니의 취업여

부(Greenberger, Goldberg, Hamill, O’neil, & Payne, 1989; J. H. 

Han & Hong, 2000)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이었다. 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

(실 수령액 기준)에 의해 측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활

용한 선행 연구(Kang & Park, 2013; Yeon, Yoon, & Choi, 2016)

들에 기초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사분위수의 하위 25% 미만은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 25% 이상∼75% 미만은 가구소득이 

중간인 집단, 75% 이상은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 중인 경우와 

취업과 학업을 병행 중인 어머니는 취업모로, 학업 중인 어머

니를 포함하여 미취업한 어머니는 비취업모로 구분하였다.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은 한 아동이 출생하여 성인 초기인 20세가 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의 발달과 양육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추적

하고,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분간건수가 500건 이

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2,150명의 신생아 가구

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J. R. Lee et al., 2015). 표본 추출은 층

화 다단계 표본 추출법(multiple 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적용

하였는데 1단계에서는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예비표본 

가구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를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J. 

R. Lee et al., 201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3.0 (IBM Co., Armonk, NY)과 AMOS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자료의 정

규 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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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과 우울감의 매개모형을 각각 설

정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와 직간

접 경로들의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하고, 이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에서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가 제시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여러 문항을 몇 개씩 결합하여 측정변인을 제작한 

후 분석에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Y. S. Seo, 

2010). 개별문항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변인이 몇 문항의 합이나 평균으로 이루어

지므로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추정해야 하는 모수들의 숫자

가 감소하여 측정오차가 줄어들고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진다

(Bandalos, 2002).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에 사용되는 8개의 측

정변인 모두 단일요인이며 문항의 수는 4-6개로 많지 않은 것

을 감안하여 결혼만족도, 행복감과 우울감, 양육행동 각 변인 

당 2개의 문항 꾸러미를 산출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개념으로 

묶는 방법과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묶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자료의 정규성 문제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하다는 점에

서(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후자를 이용

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각 변인에서 1개 요인으로 고정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요인부하량

이 높은 순서대로 문항들을 배열한 다음 두 개의 꾸러미가 비

슷한 요인부하량이 갖도록 할당하였다. 즉, 각 변인들에서 문

항의 순위를 매겨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부터 순차적으

로 두 개 꾸러미에 할당하여 각 꾸러미가 잠재변인에 대해 유

사한 요인을 갖도록 생성하였다(Y. S. Seo, 2010).

구조모형 검증은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

을 활용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

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

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NFI, TLI, CFI는 .90이

상이면 좋은 적합도(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RMSEA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

합도,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Browne & Cudeck, 1993)로 판단한다. 한편 구조모형 검증 시

에 가구의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통제하였다.

Results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

복감 및 우울감, 양육행동과 통제변인 중 연속 변수인 가구소

득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

고 첨도는 8보다 작아야 정규성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는데(Kline, 2015), 제곱근 변환을 한 가구소득은 평균 20.87, 

표준편차는 3.91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변인을 포함한 모

든 측정 변인의 왜도 범위는 -2.38∼1.18, 첨도 범위는 -1.96∼

6.53으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

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행복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행복감과 우울감의 매개

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앞서, 기본모

형에서 추정된 효과의 비교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와 행복감 및 우울감, 양육행동의 각 변인 간 관계에서

의 자기-상대방효과의 기본 모델과 비교하였다. 모든 모형에

서 모형의 적합도는 χ2 =  34.66∼155.51, p < .001, TLI = .956

∼.968, CFI = .998∼.984, RMSEA = .026∼.069로 양호한 수준

에 속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자기-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행복감 및 우울감, 온정성 

및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

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감 및 우울감이 온정성과 통제

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감이 온정성

과 통제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어머니의 행복감이 아버지의 

온정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의 우울감이 온정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아버지의 우울감이 

통제성에 미치는 자기효과, 그리고 아버지의 우울감이 어머니

의 온정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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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부모의 결혼만족

도, 행복감, 온정성 및 통제성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통제성 1번 문항 꾸러미와 아버지의 통제성 1번 문항 

꾸러미의 오차 분산이 음수(헤이우드 케이스)로 나타나 이를 

0.0005로 고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NFI = .963, TLI = .949, CFI = .967, RMSEA = .064로 양

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은 아버

지의 온정성( β = .06,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아동의 성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418.92, df = 78, p < 

.001, NFI = .911, TLI = .886, CFI = .918, RMSEA = .082로 나타

났으며 경로계수를 Figure 3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

접효과와 관련하여 자기효과의 경우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행복감

과 온정성에,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온정성과 통제성

에, 아버지의 행복감은 아버지의 온정성과 통제성에 정적효과

가 나타났고( β = .01∼.52, p < .01 또는 p < .001), 상대방효과

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행

복감, 온정성, 통제성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행

복감, 온정성, 통제성에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β = .08∼.15, p 

< .01 또는 p < .001).

다음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간접적 자기효과와 간접적 상대방효과로 구분된다

(Muraru & Turlluc, 2015). 간접적 자기효과는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와 매개변수와 종수변수 사이에 모두 자기효과가 나

타나는 자기효과/자기효과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와 매

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모두 상대방효과가 나타나는 상대

방효과/상대방효과가 있다. 간접적 상대방효과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는 자기효과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나는 자기효과/상대방효과와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 사이에는 상대방효과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

이에는 자기효과가 나타나는 상대방효과/자기효과가 있다.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부모

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간접적 자기효과는 부모 모두에게 자기효과/자

기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

도가 어머니의 행복감을 거쳐 어머니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

2 .54*** ―

3 -.43*** -.63*** ―

4 .27*** .38*** -.33*** ―

5 .08*** .08*** .01 .13*** ―

6 .46*** .38*** -.30*** .23*** .07** ―

7 .34*** .41*** -.30*** .18*** .04 .52*** ―

8 -.29*** -.26*** .36*** -.13*** -.00 -.35*** -.53*** ―

9 .33*** .24*** -.21*** .31*** .06** .32*** .37*** -.30*** ―

10 .06* .02 -.01 .01 .27*** .06** .03 -.02 .14*** ―

M 3.20 5.21 1.94 3.63 3.46 3.45 5.30 1.87 3.51 3.30

SD .57 .92 .64 .46 .41 .47 .85 .62 .49 .47

Skewness  -.96 -.65  .88    -.31   -.33 -1.05  -.28  1.18 -.28 -.09

Kurtosis 2.35 1.66 1.85 2.30 2.50 2.53 .86 3.49 2.14 1.67

Note. N = 1,513 couples. 1 =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2 = mother’s happiness; 3 = mother’s depression; 4 = mother’s warmth; 5 = mother’s 
control 6 =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7 = father’s happiness; 8 = father’s depression; 9 = father’s warmth; 10 = father’s contro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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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happiness as mediator. Dotted 
lines indicate insignificant paths.

Table 2
Direct, Indirect Effects Among Marital Satisfaction, Happiness and Parenting Behaviors

Path B SE β t
Actor effec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happiness .55 .02 .50 19.40***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warmth .04 .03 .04 1.35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control .01 .03 .01 .21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happiness .49 .03 .52 19.57***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warmth .08 .03 .08 2.68**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control .07 .04 .06 1.77
Mother’s happiness → Mother’s warmth .39 .04 .39 10.93***
Mother’s happiness → Mother’s control .18 .04 .17 4.67***
Father’s happiness → Father’s warmth .33 .04 .31 8.81***
Father’s happiness → Father’s control .12 .04 .10 2.74**

Partner effec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happiness .13 .02 .15 6.53**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warmth .23 .03 .27 8.64***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control .09 .03 .09 2.90***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happiness .19 .02 .20 8.43***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warmth .09 .03 .08 2.69**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control .10 .03 .09 2.89**
Mother’s happiness → Father’s warmth -.06 .04 -.06 -1.27
Mother’s happiness → Father’s control -.06 .04 .05 -1.37
Father’s happiness → Mother’s warmth -.06 .04 -.05 -1.47
Father’s happiness → Mother’s control -.08 .04 -.07 -2.01

Note. N = 1,513.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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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자기효과/자기효과(완전매개)가 나타났다( β = .02, p < 

.001).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행복감을 거쳐 어

머니의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자기효과(완전매개)

가 나타났다( β = .09, p < .001). 또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아

버지의 행복감을 거쳐 아버지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과/자기효과(부분매개)가 나타났으며( β = .18, p < .001), 아

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행복감을 거쳐 아버지의 통제

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자기효과(완전매개)가 나타났다

( β = .10, p < .001). 다음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적 상대방효

과는 부모 모두에게 상대방효과/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

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행복감을 거쳐 아버지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자기효과(부분매개)가 나타났으며

( β = .05, p < .00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행복감을 

거쳐 아버지의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자기효과

(부분매개)가 나타났다( β = .05, p < .001). 또한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가 어머니의 행복감을 거쳐 어머니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자기효과(부분매개)가 나타났으며( β = .08, 

p < .00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행복감을 거쳐 어

머니의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자기효과(부분매

개)가 나타났다( β = .08, p <Pasted Graphic 4.bmp  .001).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부모의 결혼만족

도, 우울감, 온정성, 통제성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

Table 3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Happiness as Mediator

Indirect actor effects Indirect partner effects

Dimension Actor/Actor Partner/Partner Actor/Partner Partner/Actor

Mother’s warmth .02*** - - .08***

Father’s warmth .18*** - - .05***

Mother’s control .09*** - - .08***

Father’s control .10*** - - .05***
Note. N = 1,513. ‘-’ shows that analyses on mediation effects could not be conducted  becaus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p < .05. **p < .01. ***p < .001.

Figure 4.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depression as mediator. Dotted 
lines indicate insignificant p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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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통제성 1번 문항 꾸러미와 아버지의 통제성 1번 문항 

꾸러미의 오차 분산이 음수(헤이우드 케이스)로 나타나 이를 

0.0005로 고정한 후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NFI = .964, TLI = .950, CFI = .968, RMSEA = .066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은 아

버지의 온정성( β = .07,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

니의 취업여부 및 아동의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헤이우드 케이스로 나타난 어머니와 아버

지의 통제성 꾸러미의 오차분산 1개씩을 매우 작은 수(0.0005)

로 고정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458.31, df = 

78, p < .001, NFI = .915, TLI = .887, CFI = .921, RMSEA = .084

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를 Figure 4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효과와 관련하여 자기효과의 경우 어머니의 결혼만

족도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감( β = -.30∼-.39, p < .01 또는 

p < .001)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고, 어머니의 온정성, 통

제성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 = .08∼.14, p < .01 

또는 p < .00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우울감( β = 

Table 4 
Direct, Indirect Effects Among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Path B SE β t
Actor effec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Depression -.38 .03 -.39 -15.23***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Warmth  .12 .03  .14 4.72***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Control  .78 .03  .08 2.85**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Depression -.31 .03 -.30 -11.29***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Warmth  .17 .03  .17 6.18***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Control  .10 .03  .08 3.18**
Mother’s depression → Warmth -.25 .03 -.27 -8.75***
Mother’s depression → Control -.02 .03 -.02 -.69
Father’s depression → Warmth -.19 .03 -.19 -6.52***
Father’s depression → Control -.08 .03 -.05 -1.72

Partner effect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depression -.19 .02 -.20 -7.89***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warmth  .23 .03  .26 9.01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Fathers control  .09 .03 .08 2.82**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depression -.17 .03 -.16 -6.26***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warmth  .10 .03  .10 3.67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Mother’s control  .10 .03  .06 3.47
Mother’s depression → Father’s warmth  .01 .03  .01 .21
Mother’s depression → Father’s control  .03 .03  .03 .54
Father’s depression → Mother’s warmth  .05 .03  .06 1.89
Father’s depression → Mother’s control  .04 .03 .04 1.51

Note. N = 1,513.
*p < .05. **p < .01. ***p < .001.

Table 5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s with Depression as Mediator

Indirect actor effects  Indirect partner effects
Dimension Actor/Actor Partner/Partner Actor/Partner Partner/Actor

Mother’s warmth .11*** - - .04***
Father’s warmth .10*** - - .10***
Note. N = 1,513. ‘-’ shows that analyses on mediation effects could not be conducted  becaus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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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아버지의 온

정성과 통제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 = .08∼.17, p < .01 

또는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온정성

( β = -.25, p < .001)을 아버지의 우울감은 아버지의 온정성( β = 

-.19, p < .001)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상대방효과의 직

접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우울감

( β = -.19, p < .001), 아버지의 통제성( β = .09, p < .01)을 유의

하게 예측하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감( β = 

-.17, p < .001)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Sobel Test를 활용한 매개효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

저 결혼만족도가 온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의 매개효

과에 대한 간접적 자기효과는 부모 모두자기효과/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우울감을 거쳐 어

머니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자기효과가(부분매

개) 나타났으며( β = .11, p < .00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아

버지의 우울감을 거쳐 아버지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

기효과/자기효과가(부분매개) 나타났다( β = 10, p < .001). 다

음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

울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간접적 상대방효과는 부모 모두에게 

상대방효과/자기효과(부분매개)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아버지의 우울감을 거쳐 아버지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자기효과가(부분매개) 나타났으며( β = .04, p 

< .001),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의 우울감을 거쳐 어머

니의 온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자기효과가(부분매개) 

나타났다( β = .10, p < .001).

Discussion

본 연구는 Belsky (1984)의 자녀양육과정 모델과 Cook과 Kenny 

(2005)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델을 이론적 틀로 하여, 유아

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 행복감 및 우울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를 탐

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먼저,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 간

의 경로에서 자기효과가 행복감과 온정성과 통제성 간의 경로

에서도 자기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은 결혼만족도가 온정성과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였으며 아버지의 행복감은 결혼만족도가 

온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 하였고,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완전매개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Im, Choi, & Choi, 2012)와 유사하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의 지지도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심

리적 안녕감의 완전매개효과를 발견한 연구결과(S.-Y. Park & 

Rim, 2002)와도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의 안녕감이 아버지의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한 

연구(Shek, 2000)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부모가 지각하는 행복

감이 결혼만족도와 온정성 및 통제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온정적, 통제적 양육을 수행하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부부관계

에 만족하고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행복감이 높을 때 느끼는 긍정적 정서가 부모 자신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연결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

면,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부

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을 예측하는 단일요인으로 결혼만족도

는 유의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행복감이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부모의 결혼만족

도와 행복감 간의 경로에서는 상대방효과가 부모의 행복감과 

배우자의 온정성 및 통제성 간의 경로에서는 자기효과가 나타

났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쳐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

고, 배우자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온정적, 통제적 양육

을 더 많이 수행하였다. 이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성 및 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 대해 만족할 때 배우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배우자 자신의 높은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남편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고, 남편

이 지각하는 부부관계는 아내의 행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으로써 아내와 남편에게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결

과( Joo, Jun, & Wang, 2015)와는 불일치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

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 서로 다르기보다는 

부부관계 내에서 부부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 모

두 서로의 행복감에 상대방의 영향을 받고, 자신이 느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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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감은 부모 스스로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짐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어머니

와 아버지가 온정성과 통제성이 높은 긍정적 양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만족도와 행

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감의 매개효과에서의 자기-상대방효과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와 우울감 간의 경로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감과 온정성 

간의 경로에서 자기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의 부부관계 및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

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연구

결과들(H.-S. Lee, 2017; Yeon, Yoon, & Choi, 2016)과 유사하

다. 또한, 가정 내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가 부모의 정서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정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

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전이(spill-

over)이론(Kouros et al., 201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부는 가

정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공유하는 동반자이므로 배우

자와의 관계는 서로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 

S. Park, 2013) 또한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부모-자녀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Lovejoy, 1991) 부모가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강

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거나 덜 민감한 양육을 하는 등의 부

정적 양육을 할 가능성이 높는 연구과 유사한 맥락이다(Cox, 

Puckering, Pound, & Mill, 1987).

다음으로 간접적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부모의 결혼만

족도와 우울감 간의 경로에서는 상대방효과가 부모의 우울감

과 부모의 온정성 간의 경로에서는 자기효과가 나타나 간접적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부모의 우울감이 자신의 온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울감

은 부모 모두에게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혼

만족도, 우울감, 온정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온정성을 예측

하는 단일요인으로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 서로의 우울감이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을 밝혔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가 낮은 온정적 양육을 하기 보다는 부모가 부부관계에 

불만족할 때  서로의 우울감을 높이게 되고, 높은 우울감은 각

자의 낮은 온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적응과 부부갈등이 부모 모두의 우울

감에 미치는 상대방효과가 나타난 연구결과(Beach et al., 2003)

와 부모의 우울감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연구결과들(Gelfand & Teti, 1990; Lovejoy, 1991)과 유사한 

맥락이다. 반면 부모의 결혼만족도, 우울감, 온정성 및 통제성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 상대방효과가 통제성과 관련해서는 부

모 모두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감은 양육행동의 두 가지 요인 가운데 통제성보다는 온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가 우울

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을 때에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하므로( J. Kim, 

2017), 아이와의 친밀한 시간을 갖거나  함께 놀아주고, 아이

의 행동이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등의 온정적 양육행

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아동을 훈육하

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등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온정성에 

비해 부모의 우울감과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서로 의존적인 부부관계 내에서 부모가 온정성이 높은 긍

정적 양육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의 결혼만

족도를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배우

자의 결혼만족도와 우울감 정도를 파악하여 결혼만족도를 높

이고, 우울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를 부모의 자

기보고로만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

였다. 양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이외에도 일상적인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제 3자에 의한 측정과 같은 객관적인 평

가방법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한 연구방

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상대방효과를 

횡단적 접근에만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횡단적 자기-상대

방효과를 살펴보았으나, 각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적 접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에 기초한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

적 · 실용적 의의가 있다. 첫째, 부모의 결혼만족도, 행복감 및 

우울감,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상대방효과 검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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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모 서로 간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양육행

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는 일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특성에 따른 차

별화된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를 위해 부모의 의존성 및 역동성을 파악할 필요할 수 있

는 APIM을 활용한 측정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행복감과 우울감과 같은 심리

적 특성이 방향의 차이는 있으나 독립적 특성을 가짐을 확인

하였다. 이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특성을 제거하는 

방법만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한 Seligman (2002)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하여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 감

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낮춤과 동시

에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범주인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서로 독립적 구성 개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많

은 연구들에서 양육행동의 범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의 측

정변인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기도 했는데, 본 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양육행동 각각의 하위 척도들은 서로 독립적 구

성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 차원을 각각의 

독립된 차원으로 좀 더 세분화, 구체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음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하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행복감을 높

이고,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부모 스스로의 노력 뿐 아니라 부

부의 서로 간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본 연구는 유

아기 부모를 위한 부모 상담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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