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or-Partner Effect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onflict on Psychological Well-
Being for Mothers and Male/Female Adolescents

Korean J Child Stud 2021;42(5):565-579 
https://doi.org/10.5723/kjcs.2021.42.5.565 
pISSN: 1226-1688  eISSN: 2234-408X

Research Articl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ae-Young Han,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
gu, Seoul, Korea      
E-mail: evenhow@ewha.ac.kr

Ph. D.,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1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2

Yeon Soo Cho1, Sae-Young Han2

어머니와 남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의사소통 및 
갈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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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Guided by the family systems theory (Bowen, 1966) an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Cook & Kenny, 2005), this study examined the actor-partner effect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via mother-
adolescent conflic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adolescents. 
Methods: A total of 249 dyads of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age 13-16) in South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path model 
analysis, and multiple group analysis.
Results: First, the findings showed both partial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erceived mo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a perceived level of conflict i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mother pairs. In addition, we examined sex differences for the 
aforementioned indirect pathways. There were sex differences in the indirect actor effects, in that 
mothers’ and adolescents’ own perceived communication had differential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
being indirectly through perceived conflict. The indirect partner effects also differed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because they emphasize the 
bidirectionality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Conclusion: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highlighting the dyadic process in which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ceived by mothers and 
adolescents affect themselves as well as each o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the results 
emphas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variables. In utilizing a family systems approach, this 
study’s findings can aid in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family 
policies that improve individual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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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안정된 정서를 기반으로 삶의 목적을 정립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Erikson, 1968), 청소

년기에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는 것은 발달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

하고,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목표가 있는 삶을 성취하게 하

도록 하는 요인이며(K. Kim, 2006), 삶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

치는데 삶의 의미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행복, 다른 사람

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와 높은 관련성

이 있다(J. W. Chun & Park, 2006). 또한, 이러한 청소년 자녀

를 둔 어머니의 경우 중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Erikson (1963)은 중년기를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인생의 

절정기로 보았으며, 노화가 시작되는 자신의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생산성을 획득해 

나가면서 중년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발달 과업으로 보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이전까지 

자녀나 외부로 향했던 관심을 자신의 내부로 옮겨서 자아통합

을 이룩하려는 경향(M.-K. Lee & Lee, 2015)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질풍노도(strom and stress)’의 시기(Hall, 

1969)로 표현되듯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

화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커지는 시기이며(Han & Lee, 

2005), 중년기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면서 젊음의 

쇠퇴에서 오는 우울증, 노년의 삶에 대한 준비성 불안 등이 동

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시기이다(H.-G. Lee, 2016). 정리하면, 

한 가족체계 내의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는 각각 발달적 변화

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이 위협받을 수 있으

므로,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이 사회구

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Ryff, 

1989). Ryff (1989)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정의하기 위하

여 Maslow (1968)의 자아실현, Rogers (1961)의 완전히 기능하

는 사람, Jung (1985/1969)의 개성화, 그리고 Allport (1961)의 

성숙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6가지 측면의 구성개

념을 자기 수용(self-acceptance), 자율성(autonomy), 긍정적 대

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환경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가족관계적 변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owen (1966)은 가족체계이

론(family system theory)을 통해 가족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

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과 의

사소통 등이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제

시하였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

정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cause-and-effect)가 아닌 상호적 관

계(reciprocal interaction)에 의한 것으로 본다(Becvar & Becvar, 

2013).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의 행동이 누군가의 반응을 불

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다른 반응을 일으키

는 식으로 이들의 행동적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복잡하게 얽

혀있기 때문에, 관계 내의 구성원들은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

는 자극(stimulus) 이자 피드백(feedback)이 되는 것이다(Bigner, 

198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한 가족체계 내에서 어머니와 자

녀 간의 관계는 하나의 하위체계(subsystem)로 볼 수 있으며, 이

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역동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간 의사소통, 갈등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어왔다. 청소년들은 

생각과 감정을 부모와 문제없이 소통한다고 지각할수록, 즉 

부모-자녀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행복감(Ahn & You, 

2013; Y.-E. Jang & Lee, 2015)과 심리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Y.-M. Lee, Min, & Lee, 2005),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자녀와 집안

의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인지한 우

울, 불안이 낮고, 가족정신건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B. 

J. Kim, Park, & Chun, 2005).

나아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모-자녀 간의 갈등을 통

해서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부모와 청소년 모두 미숙한 의사소통 기술로 인해 끊임없

는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 N. Kim & 

Kim, 1994; E. J. Park & Kim, 1995), 모-자녀 간에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즉 폐쇄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어머니 간의 갈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H. S. 

Jang, 2005).

다음으로, 모-자녀 간의 갈등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과 심리적 부적응을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Jung, 2014; K.-J. Moon, 2004),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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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고(Y. S. Park & Kim, 2000) 보고되어왔다. 한편으로는 청

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힘이 된

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Song, 1995),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 갈등이 가벼운 수준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Blos, 1989; Kupersmidt, 

Burchinal, Leff, & Patterson, 1992), 부모와 다소 갈등이 있다고 

보고하는 청소년들이 갈등이 없다고 보고하는 집단에 비해 적

극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었다

(Cooper, Grotevant, Moore, & Condon, 1982). 또한 청소년 자

녀로부터 정서적 거리 유지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는(Crouter 

& Booth, 2003; White & Klein, 2008)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

니 역시 자녀와의 갈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특히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변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로움, 우울감 등과 같은 부정

적 정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 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Bekhet, Zauszniewski, & Nakhla, 2008).

한편,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

치는 모-자녀 의사소통과 갈등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인지한 의사소통과 갈등뿐 아니

라, 양자가 각각 인지한 의사소통과 갈등이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며, 상호 간에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의 감정, 인지, 행동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관계를 상호의존성이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 이러

한 상호의존성이 있는 두 사람을 관측했을 때 관측된 값은 상

호관련성을 갖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Kelley & Thibaut, 1978; 

Kelley et al., 2003). 또한 이러한 커플자료를 독립적으로 다룰 

경우 커플의 상호 역동을 알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Kenny, 

1996). 따라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대상을 연구를 할 때는 자료

가 커플 단위(예: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의 단위)로 수집되어야 

하며,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델(APIM)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

는 것이 적합하다(Kenny, 1996; Kenny, Kashy, & Bolger, 1998).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델(APIM; Cook & Kenny, 2005)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방법

(Ponnet et al., 2013)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변인 간 관계에서 

스스로의 영향(자기효과: actor effect)과 상대방으로부터의 영

향(상대방효과: partner effect)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남녀의 신체적 구분이 뚜렷해지고, 심

리적 특성에 차이가 생기며(S. H. Shin et al., 2014),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들 혹은 딸에 대한 차별적 기대나 선호는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S. Lee, Kim, 

& Lee, 2006; S. K. Moon, 2005; Warner & Steel, 1999) 경로에서

의 성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모-자녀 의사

소통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나(J. 

Lim & Chun, 2012),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남학생이 더 높

고, 심리·사회적 웰빙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H. J. Choi, 201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어

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의사소통과 갈등이 이

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상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로

에서의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심리적 안

녕감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나 

갈등이 자녀의 심리ㆍ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일방향적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거나, 어머니와 자녀 중 한쪽의 측정만

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

소년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갈등을 통해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 경로에서

의 성차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

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1

어머니와 남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이 모-자녀 간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에서 남녀 청소년 간

의 차이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만 13-16세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

니 총 249쌍(498명)이었다. 연구대상 중 청소년의 성별은 남

자가 116명(46.6%), 여자가 133명(53.4%)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14.5세(최소값: 13∼최대값: 16, 표준편차: .98)였다. 어

머니의 평균연령은 44.3세(최소값: 35∼최대값 57, 표준편차: 

3.7)였으며, 취업모(144명, 57.8%)가 비취업모(105명, 42.2%)

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116

명, 46.6%), 전문대 졸업(61명, 24.5%), 고등학교 졸업(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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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대학원 졸업 이상(22명, 8.8%), 중학교 졸업(1명, 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월소득은 430-590만원(30.1%), 590-

950만원(28.9%), 300-430만원(16.1%),  135-300만원(16.1%), 

950만원 이상(5.2%), 135만원 미만(3.6%)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가구의 구성형태는 대부분이 부부 + 자녀(214가구, 85.9%)

로 구성되었으며, 그 다음은 조부모 + 부부 + 자녀(20가구, 

8.0%)와 한부모 + 자녀(12가구, 4.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모-자녀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 (1982)이 제작하고 Olson 

등(1982)이 타당화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Min (1991)이 부

모용과 자녀용으로 번안한 것을 어머니용과 자녀용으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위영역은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각 10문항

씩 구성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며, 폐쇄적 의사소통은 모-자녀 간에 의

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어머니용 문항의 예로는 “나의 소신을 자녀와 거리낌 없이 의

논할 수 있다.”, 자녀용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는 내 말을 늘 귀

담아 들어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폐쇄적 의사소통의 문항을 역채점한 후, 전체 20문항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 간

에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폐쇄

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는(Cronbach’ α)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90, 청소

년 자녀가 인지 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92로 나타났다.

모-자녀 갈등 척도

모-자녀 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Prinz, Foster, Kent와 

O’Leary (197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모-자녀 간 불평 및 불만 

척도(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Hwang과 Doh 

(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대방에 대

한 불평 및 불만에 대한 28문항과 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 대한 16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머니 

보고용과 청소년 보고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머니 보고용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가 있

Figure 1. Indirect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r mothers and 
adolescents via mother-adolescen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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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청소년 보고용 문항의 예로는 “어머니와 나는 의견이 서

로 일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등이 있다. CBQ는 부정적인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문항의 수와 긍정적인 문항에서 “아

니오”라고 답한 문항의 수를 합산하여 0∼44점까지 산출이 가

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 간에 갈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Cronbach’ α) 어머니가 인

지한 모-자녀 갈등이 .91,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

이 .91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eyes 등(2008)이 개발한 단축형 정신건강 척도를 Y.-J. Lim, 

Ko, Shin과 Cho (2012)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정신

건강 단축척도(Korean Mental Health Continum Short-Form 

[K-MHC-SF]) 중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

다. 문항의 예로는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로

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등이 있다. 응답자들은 6점 

Likert척도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모두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Cronbach’ 

α)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86,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88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Chae & Hwang, 2014; 

S.-Y. Park & Lee, 2013; E.-M. Yeon, Yoon, & Choi, 2016), 어머

니의 취업여부(Jo & Cho, 2004), 가구형태(Bigner, 1989)와 청

소년의 연령(Bae, 1999; H. J. Choi, 2016)이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경로모형을 

검증할 때 사회경제적 수준(월가구소득, 모학력), 모취업여부, 

한부모/양부모 여부, 청소년의 연령을 통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통제 후의 결과만 보고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만13-16세 청소년과 어머니 249쌍은 온

라인 리서치 업체(패널나우)에 의뢰하여, IRB 승인일인 2020

년 7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연구참여 설명서와 설문지를 온라인 리서치 업체에 

보냈으며, 리서치 업체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

상으로 설문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참여자가 연구대상에 적합

한지를 판별한 후 대상자를 스크리닝하였다. 이후 연구에 대

한 설명문을 읽고 이에 동의하여, 어머니가 어머니용 설문에 

대해 동의하고, 자녀용 설문에 대해 청소년과 어머니(법정대

리인)가 모두 동의하여, 전자서명을 한 참여자들에 한해 온라

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IBM Co., Armonk, 

NY)과 AMOS 23.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청소년과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

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경로모형분석(path model 

analysis)을 하였으며, 경로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중

의 매개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

정하였다(Ledermann, Macho, & Kenny, 2011). 한편, 경로모형

검증 시 사회경제적 수준(월가구소득, 모학력), 모취업여부, 

한부모/양부모 여부, 청소년의 연령을 통제하였다.

Results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

녀 의사소통, 모-자녀 갈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Table 1).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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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남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어머니와 남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남자 청소년 자녀가 인

지한 모-자녀 갈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4.74 , df = 10, p < .14, 

GFI = .98, NFI = .97, TLI = .94, CFI = .99, RMSEA = .0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과의 

경우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β = -.49, p < .001), 자녀

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은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 β 

= -.79, p < .001)에 부적 영향을, 자녀가 인지한 심리적 안녕감

( β = .33, p < .05)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 β = -.47, 

p < .001)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자녀의 심리적 안

녕감에 정적 영향( β = .39, p < .05)을 미쳤다. 상대방효과의 직

접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은 어

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β = -.28, p 

< .01),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β = -.60,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

와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와 자녀의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간접적 자기효과와 간접적 상

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Muraru & Turlluc, 2015). 부트

스트레핑(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Table 3

과 같다.

어머니와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어머니와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과 심

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0.07, df = 10, p < .44, GFI = 

.99, NFI = .98, TLI = 1.00, CFI = 1.00, RMSEA = .01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과의 경우 모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Variables M Min Max SD Skewness Kurtosis
Mother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3.73 2.25 5.00 .53 -.24 -.63

Mother-adolescent conflict 8.64 .00 37.00 7.63 1.49 2.01
Psychological well-being 2.75 .33 5.00 .90 -.35 -.35

Adolescents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3.71 2.25 5.00 .61 -.21 -.71
Mother-adolescent conflict 8.33 .00 34.00 7.61 1.14 .85
Psychological well-being 2.97 .17 4.83 .94 -.54 -.12

Note. N = 249 dyads.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Mother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

Mother-adolescent conflict -.69*** ―

Psychological well-being .33*** -.28*** ―

Adolescent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73*** -.63*** .30*** ―

Mother-adolescent conflict -.54*** .77*** -.31*** -.73*** ―

Psychological well-being .37*** -.38*** .54*** .45*** -.39*** ―

Note. N = 249 dyads. 1 = Mother’s perception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2 = Mother’s perception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3 =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4 = Adolescent perception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5 = Adolescent perception of 
mother-adolescent conflict; 6 =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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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인지한 모-

자녀 의사소통은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에 부적 영향

을 미쳤고(β = -.53,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β = .39, p < .01),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

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은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에 유의한 부적 영향(β = -.64, p < .001)을, 여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β = .35, p < .01)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어

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β = .31, p < .05) 주었으

며,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여자 청소년

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β = -.32, p < .05)을 미쳤

다. 상대방효과의 직접효과를 보면,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

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에 부적 

영향(β = -.22, p < .05)을 주었으며, 여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β = -.37, 

p < .01)을 주었다.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을 통한 간접효

과의 유의성은 Table 4와 같다.

다중집단 경로분석

본 연구의 경로모형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χ2 = 14.74, df = 

10, p = .142, NFI = .97, IFI = .99, CFI = .99, RMSEA = .064, 여

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χ2 = 10.07, df = 10, p = .435, NFI = .98, 

IFI = 1.00, CFI = 1.00, RMSEA = .008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

두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므로 형태 동일성 가정이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측정 동일성 가정 충족 여부를 살펴보

았다. 측정 동일성 가정 확인을 위해 두 그룹에서 통제변수를 

제외한 외생변수의 공분산과 내생변수의 오차 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자유모형 간에 카이

제곱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 간에는 적합

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χ2 = 5.48, df = 5, ns) 

측정 동일성 가정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형태 동일성과 측

정 동일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경로계수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경로를 제약한 모델과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은 모델의 카이제곱 변화량 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Yu, 2012).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χ2 = 31.21, df = 12, p < .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 간 경로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

적으로 어느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3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via Mother-Child Conflict in Mother-Child (Boys) Dyads

Path β
Indirect actor effect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40***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02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48***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27***

Indirect partner effect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23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19***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56***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04

Note. N = 116 dyad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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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irect Actor-Partner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via Mother-Child Conflict in Mother-Child (Girls) Dyads

Path β
Indirect actor effect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27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06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30*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05

Indirect partner effect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36*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11*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12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05

Note. N = 133 dyads.  
*p < .05.

Figure 2.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 according to adolescent gender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he control variables 
were omitted. The figures in parentheses are the female adolescent group, and the bold path is the path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p < .001. **p < .01. *p < .05.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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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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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Mother-Adolescent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49***(-.53***) 

.04(.39**) 

-.47***(.31*) 

-.79***(-.64***) 

-.28**(-.22*) 

.33*(.35**) 

.39*(-.32*) 

.21(-.37**)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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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하여 카이제곱차이 검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경로계수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Bowen (1966)의 가족체계이론과 Cook과 Kenny 

(2005)의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델을 기초로, 어머니와 남녀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

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와 성차를 알아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하였다.

첫째, 어머니와 남자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

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

방효과에서 부분적으로 간접적 자기효과와 간접적 상대방효

과가 나타났다. 먼저 간접적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남자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갈등을 낮게 인지하였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에 부적 영향을 주며(Y.-H. 

Chun & Ko, 2005),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O. N. Kim, 2004; T. Kim & Ki, 

2019) 선행연구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과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한다고 인식하

는 것은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인지할수록 갈등을 낮게 인지하였으나, 이를 통해 심리적 안

녕감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

방적일수록 갈등이 적었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들(Y.-H. Chun & Ko, 2005; Kong, Yi, & Lee, 2005; M.-S. Park, 

Cha, & Kim, 2014)과 맥락을 같이 하나,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 

간 갈등이 우울, 비행 및 문제행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Y. Kim & Ahn, 2008)과는 대

비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상호협력적 관계에서는 갈등의 과정

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Deutsch, 1994), 갈등이 낮

은 수준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왔다(Blos, 1989; Kupersmidt et al., 1992).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자녀 갈등 변인의 값이 낮은 것에 기

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자 청소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

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Test for Invariance in Path Coefficients Across Groups (Boys and Girls)

Model χ2 df IFI CFI RMSEA χ2 test 
Standard Model 24.81 20 1.00 1.00 .031 -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24.82 21 1.00 1.00 .027 χ2 (1) = .01,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27.94 21 1.00 1.00 .037 χ2 (1) = 3.13,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24.81 21 1.00 1.00 .027 χ2 (1) = .00,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mother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25.97 21 1.00 1.00 .031 χ2 (1) = 1.17, ns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Mother’s well-being 38.03 21 .98 .98 .057 χ2 (1) = 13.22, p < .001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 Adolescent well-being 37.52 21 .98 .98 .056 χ2 (1) = 12.71, p < .001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mothers 24.94 21 1.00 1.00 .028 χ2 (1) = .13,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25.56 21 1.00 1.00 .030 χ2 (1) = .76,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24.81 21 1.00 1.00 .031 χ2 (1) = .00, ns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28.53 21 .99 .99 .038 χ2 (1) = 3.72, ns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Adolescent well-being 35.80 21 .99 .99 .053 χ2 (1) = 10.99, p < .01
Conflict perceived by adolescents → Mother’s well-being 32.45 21 .99 .99 .047 χ2 (1) = 7.64, p < .01
Note. N = 249 dyads.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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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자 청소년이 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느낄

수록 어머니가 모-자녀 갈등을 낮게 인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앞서 남자 청소년 

자녀가 모-자녀 갈등을 높게 인지할수록 남자 청소년의 심리

적 안녕감이 높았던 결과와 달리, 어머니가 모-자녀 갈등을 높

게 인지하는 것은 남자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

는 상반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

도 그 경험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에 대한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간접적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 자

녀가 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이 낮아졌으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

녕감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갈등을 인

지함에 있어 의사소통에 대한 아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적

으로 인지할수록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이 낮았으며, 

이는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이 자

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녀와 

갈등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인식을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와 여자 청소년이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

과는 간접적 자기효과와 간접적 상대방효과가 부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간접적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여

자 청소년 자녀의 경우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모-자녀 갈등을 낮게 인지하였고, 이는 심리적 안

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

소통이 개방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적었으며

(Kong, Yi, & Lee, 2005; M.-S. Park, Cha, & Kim, 2014), 모-자녀 

갈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O. N. Kim, 2004)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다

음으로, 간접적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 자녀가 

모-자녀 의사소통을 개방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갈등이 낮았으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

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심리적 안녕

감을 판단함 있어 여자 청소년 자녀의 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

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청

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어머

니는 자녀와의 갈등을 낮게 인지하였고, 이는 어머니의 심리

적 안녕감을 낮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여자 청소년 자녀와 폐쇄적으로 의사소통

을 할수록 모-자녀 갈등이 커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Y.-

H. Chun & Ko, 2005)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함께하나, 자녀와

의 갈등이 우울과(O. N. Kim, 2004; T. Kim & Ki, 2019)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agerty & Williams, 

1999)의 결과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낮아지고 분리감이 높아질수록 중년기의 우울이 증

가하며(H.-K. Park & Choi, 2012),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와의 

공격적 갈등 유형과 자녀와의 친밀감 간에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onja, 2016)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모-자

녀 갈등은 비록 모-자녀 간에 상대방이나 상대방과의 의사소

통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

로 잦은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서로 간의 친밀감

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와 딸

의 경우 가족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딸과의 분리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

과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먼저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

는 아들과의 갈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던 반면, 

딸과의 갈등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이러한 성차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

상이 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는 일관적으로 남학생들이 부모의 간섭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고(Keum, Kim, & Kim, 2002; S. Lee, Lee, & Kim, 2008; K. 

J. Moon & Oh 2002), 부모에게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rmentrout & Burger, 1972). 또한 여학생들은 가정 내의 문제

들(의사소통, 생활 관리, 집안일, 행동규제 등)과 연관된 갈등

이 더 많았던 반면(Seo, Jeon, An, & Choeng, 2015), 남학생들은 

진로 및 성적 등과 관련된 갈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Baek, 2000; H. J. Choi, 2016).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해당 경로에서의 성차는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주로 다루어

지는 주제와 양상에서의 성차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 대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해석이 조심스러우며 추후 연구에서는 갈등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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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이 경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청소년의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지

각한 모-자녀 갈등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나, 남

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지각한 모-자녀 갈등이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괴롭힘 

피해와 우울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간 갈등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본 연구(Lahav-Kadmiel & Brunstein-Klomek, 2018)의 결과

와 맥을 함께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아의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이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와 우울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강

해졌으나, 남아의 경우 부모-자녀 간 갈등수준이 낮을수록 괴

롭힘 피해로 인한 우울 증상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국내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여자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Yoon & Choi, 2004), 여학생은 부모에

게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각할 때, 남학생의 경우 자신

에게 부모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각할 때 내재화 문제가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wa, 2018). 아들의 경우 가족관계 

내에서 딸에 비해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덜 형성되는 특성

이 있으며(S. Lee et al., 2008),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H.-

K. Shin, 2002), 남자 청소년이 인지한 어머니와의 갈등은 스트

레스 상황으로 인식되어 부정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머니와

의 의견대립과 격한 감정의 표출로나마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성차를 고려하여 

모-자녀 갈등의 영향력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

녀 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 지

각한 모-자녀 갈등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남자 청소

년이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주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이 인지한 모-자녀 갈등은 어머

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입

장에서 자녀의 성에 따라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어 딸과의 관계는 아들

과의 관계보다 친밀감이나 유대감이 높은 관계로 여겨지며, 

특히 심리·정서적인 지지에 있어 딸에게 더 기대가 높은 경향

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딸이 아들보다 어머니와의 애정표현

이나 정보교환에 있어서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S. Lee et al., 2006). 따라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모-

자녀 갈등만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인지한 모-자녀 갈

등의 상대방효과는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만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변인에 

있어 이성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난 선행연구들(Nam, 

2012; H.-K. Shin, 2002)과 맥락을 같이 하며, 청소년기에 증가

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이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이성 부모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어머니가 자신과의 갈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남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업체의 패널로 가입되어있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청소년 자

녀에게 함께 설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동의를 얻어 설문

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모-자녀 간 갈등수준

이 높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모-자녀 갈등의 정도를 구분하여 영향력의 차이를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중 가장 가까

운 관계인 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관계적 측면이 개

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추후의 연

구에서는 아버지-자녀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간

의 역동이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상호적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은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

녀관계에서 양방향적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적 

측면의 요인을 자기-상대방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체계적 접근을 통해 가

족 내의 한 하위체계인 모-자녀관계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실증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적 관

계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자녀가 인지한 모-자녀 의사소통이 

모-자녀 갈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차

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갈등상황은 현상 

그 자체뿐 아니라, 각 변인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인식에 따

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

었으며,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서로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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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체계적 접근의 가족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상호적 영향과 청소년기 성차에 대

한 다각적인 탐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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