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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 척도, 부모화 척도, 자기분화 척도, 알코올 자기 조절 척도, SNS 중독 문제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사이에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둘째, 부모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 사이에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사이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넷째,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 사이에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부모화와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사이의 관계에서 순
차적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여섯째, 부모화와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SNS 과다
사용 문제의 관계에서 순차적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논의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문제 음주, SNS 과다사용 문제, 부모화, 자기분화,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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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조절능력을 상실하면서 일

서 론

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가족 중
무엇에 ‘사로잡히다’ 혹은 ‘노예가 되다’라는

문제음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가정보다 육아

의미의 라틴어 ‘addicere’에서 유래된 중독은 현대

기술, 가정관리 및 가족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두

사회의 고질적인 화두이다.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드러지면서 가족갈등,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커지

지만 반복적으로 조절에 실패할 경우 본인은 물

고 가족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한다(Jellinek, 1960).

론 주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손상시키기 때문이

문제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다(김교헌, 2002, 2006; Orford, 2001). 부적응적

맺고 있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에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중

개인의 문제나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질환’

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West, 2001), 알코

으로 볼 수 있다(Reiter, 2019). SNS는 다른 사람과

올, 마약, 쇼핑, 게임, 도박, SNS(Social Networking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를

Service), 음식 등 물질이나 행위로 구분하여 언급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최근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

타나는 현상으로는 알코올 중독(보건복지부, 2017)

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

이 있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는 현상으로는 SNS

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중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을 꼽을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은 연구자에 따라 문제음주, 알코

지나친 SNS 과다사용은 우울과 피로의 원인이 되

올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 알코올 과다사용, 알

며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코올 중독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는 우려가 있다(윤명숙, 김남희, 2018; Donnelly &

중 문제음주는 알코올의 과도한 사용과 이로 인

Kuss, 2016). 또한, 특정 사람들은 과도한 SNS 사

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다.

용으로 인해 중독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Kuss &

Straus(1983)는 음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주변 사

Griffiths, 2011), 물질관련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

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

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음주 조절에 실패하여

(Griffiths, Kuss, & Demetrovics, 2014). 이렇게 SNS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문제음주를 정

사용의 부정적 영향이 언급되면서 SNS 과다사용

의한 바 있다. 또한 이은영(2011)은 신체적, 심리

을 중독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

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영적인 기능과 가족관

기되고 있는데(Kuss & Griffiths, 2011), 온라인 관계

계와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을 문제

에 과도하게 몰두해서 금단증상과 내성을 보이며

음주로 정의했다. 본 연구는 Straus(1983)와 이은영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을 말한다(정소영, 김종

(2011)의 정의에 동의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영역

남, 2014). 하지만 아직까지 SNS 중독에 대한 개

에서 역기능을 초래하지만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념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정

를 문제음주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보통신의 발달로 생활 전반에 걸쳐 SNS의 접근성

문제음주는 성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높아져 그 피해를 SNS 중독으로 명명하기에

다.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

무리가 있다는 제안(신미경, 2015)을 고려해 본 연

있는데 심리적 신체적 의존상태 및 신체적 합병

구에서는 SNS 과다사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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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중독이 다른 문제에 우선하여 다루어져야

Chassin, 1998; Ohannessian, 2009). 문제음주자 자녀

하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장애라는 점(Culbreth

들은 모델링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나 심리적 긴

& Lassiter, 2018)을 고려하면 문제음주와 SNS 과

장감을 완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처리한다는 기대

다사용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로 과도한 음주에 이르게 된다(차소영, 2004).

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 SNS의 경우 모든

SNS 과다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문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과 연결된다는 의미로

제음주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치 않지만, 선행연구

1997년 생겨나면서 최근 그 사용 비율이 급격히

들은 부모의 문제음주가 행위 중독과 관련이 깊

증가하고 있다(Kuss & Griffiths, 2011). 다른 물질

은 SNS 과다사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관련 및 행위중독과 비슷한 병인적 틀을 공유하

다. 윤명숙과 박완경(2015)은 문제음주 부모의 성

고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Griffiths, Kuss, &

인자녀 대학생은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우울

Demetrovics, 2014), 본 연구에서는 물질중독과 직

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울과

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문제음주와 행위중독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

새롭게 급증하는 SNS 과다사용 문제가 어떤 과정

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 또는 불만족감으

을 거쳐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로 인해 계속해서 매체에 몰입하게 되는 순환적

우선, 성인의 문제음주나 SNS 과다사용 문제에

형태를 보이며 SNS 중독수준이 높아진다고 강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취약한 가정환경

조한 바 있다. 또한, 14~16살의 COAs(Children of

(Dube et al., 2001; Kim & Cha, 2016)을 꼽을 수

Alcoholics)는 최신 기술(text messaging, E-mailing,

있는데 그 중 부모의 문제음주는 중독 경향의 대

IM-ing매신저, television viewing)을 더 많이 사용하

물림이라는 주제로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hannessian, 2009), 부모의

있다(박현숙, 정선영, 2013; 유재순, 김은경, 박우

문제음주를 보고한 청소년들(중, 고등학생)은 인터

영, 2013; 이경래, 김경빈, 1994; 이은숙, 봉은주,

넷 중독점수가 높았다(김현수 외, 2004). 또한, 신

2014; Johnson & Leff, 1999; LaBrie et al., 2010;

진희와 이성규(2017)는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Sher, 1997).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입원 중인 알

음주문제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

코올 중독자의 성인 자녀들(Adult children of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

alcoholics, ACOA)은 알코올 중독, 불안, 우울의 위

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험성이 높았고(이경래, 김경빈, 1994), 부모가 문제

기능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프로

음주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 음주 결과에 대한

필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온라인

긍정적 기대가 높았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음주거

게임, 동영상 감상으로 나타나 SNS를 가장 많이

절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과다사용 문제는

문제음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보다 더 우울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

했고 알코올 사용이 높았다(이은숙, 봉은주, 2014;

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Glanton & Wulfert, 2013).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하지만 SNS 과다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SNS를 포

아니었는데 부모의 문제음주는 청소년 자녀의 문

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제음주 가능성을 높였다(유재순, 김은경, 박우영,

부모의 문제음주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2013; Hooper et al., 2012: Hussong, Curran, &

는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부모 문제음주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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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

는데 ACOAs가 부모화의 하위 변인인 도구적 역

해 볼 수 있다.

할, 정서적 역할, 관계윤리적 불공평 모두에서 높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문제음주

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부모

는 성인 자녀의 물질 과다사용인 ‘문제음주’와 반

의 알코올 사용과 부모화 사이에 높은 상관을 보

복적으로 행위에 집착하는 ‘SNS 과다사용’에 영향

였다(Bekir et al., 1993). 알코올을 남용하는 성인은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문

부모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부모화된 아이

제음주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가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보거나 형제를

문제를 이어주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가? 어린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Bekir et al.,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환경인 부모의

1993). 또한, Pasternak 그리고 schier(2012)는 ACOA

문제음주가 성인이 된 자녀의 중독 경향성(물질중

의 경우 어린 시절(16세 이전) 그리고 현재 모두

독과 행위중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에서 non-ACOA보다 부모화 점수가 높았다는 점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변인을 이해하는 것은

을 보고하면서 ACOA에게 있어 부모화가 지속적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데 의미

인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전된 부모역할이 주 특징인 부모화는 결국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자녀의

자녀의 문제음주로 이어지게 된다. 성인의 역할을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를 매개하는 변

취하는 부모화는 여러 외재화 문제를 예측(183쌍

인으로 부모화(parentification)(Boszormenyi-Nagy &

의 후기 청소년-부모)하였는데 위험한 성행동, 품

Spark, 1973)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화는 역전된

행문제, 마리화나 사용 이외에 알코올 문제가 있

부모자녀 관계(Bowlby, 1973)라고 할 수 있는데 부

었다(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 이러한

모로부터 성장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한

결과는 성인 초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자녀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부모를 보살피며

진 연구에서 부모화와 알코올 사용 장애 간의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 것으로, 부모-자녀 역할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결과(Hopper et al., 2011)

역전되는 현상이다. 부모의 문제음주는 부모의 결

와도 일치한다. 즉, 부모화된 아이들은 성인이

핍된 기능으로 자녀에게 제한적인 돌봄을 제공할

되어 자신의 부모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문제음주로 기능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치료(self-medication)를 위

이 상실된 부모 대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상황

해 알코올과 약물을 남용하게 되며(Bekir et al.,

이 일어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문제음주

1993), 부모화의 역할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자

와 자녀들이 보이는 부모화 수준 간의 관련성을

기-위로(self-soothing) 전략으로 알코올을 사용한

보고하고 있다(윤해례, 2003; Bekir et al., 1993;

다(Morissette, Maranda, & Lessard, 2006). 한편, 부

Burnett et al., 2006). 알코올과 마약 상담을 받고

모의 질병과 같은 의학적 문제에 대한 가족의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반응으로 부모 역할을 떠맡는 경우 부모화가 진

부모의 문제음주가 유의미하게 자녀의 부모화를

행되기 보다는 부모-자녀 친밀성이 증가하였다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nett et al., 2006). 윤

(Tompkins, 2007). 유사하게, HIV/AIDS를 앓고 있

해례(2003)는 ACOAs(Adult Children of Alcoholics)와

는 부모를 둔 소수 인종 청소년을 6년 추적 연구

non-ACOAs를 구분해서 부모화의 차이를 살펴보았

한 결과 부모화가 높았지만 더 좋은 대처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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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물질 사용(알코올과 담배)이 적었다(Stein,

론에서 가족은 정서적으로 연합하려는 힘과 가족

Rotheram-Borus, & Lester, 2007). 국내에서 부모화와

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힘이 서로 영향을 미

자녀의 문제음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분화된 상태는 심리내적으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구분할 수 있어 감정에

특성(조은영, 정태연, 2005; 조혜정, 이윤주, 2014)

따라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성숙

에 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한 상태를 말하며(Kerr & Bowen, 1988), 다른 인간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중독 경향의 세대 간 전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조성희,

있다.

2011). 선행연구 결과, 알코올에 의존된 부모는 자

부모화와 SNS 과다사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

녀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룬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인터넷 중독과 관

났으며(Pasternak & Schier, 2014), ACOA는 불안이

련된 논문들을 검토한 기태일(2018)의 경우 여러

높고 자기분화수준이 낮았다(Maynard, 1997). 또한,

가지 가족기능 중 부모화가 인터넷 중독 및 인터

알코올 중독의 부모를 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

넷 게임중독과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 대학생들보다 자기분화 점수가 낮았는데 특히,

실제로 인터넷 중독자와 비중독자를 비교했을 때

환경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부정적으로 영

인터넷 중독자의 가족 기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

향을 미쳤다(Johnson & Stone, 2009). 기혼 여성

는데 구체적으로 가족 내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

ACOAs는 가족 내에서 ‘가족영웅’의 역할을 담당

지 않는 ‘역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

하며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다(신영주 외, 2003). 또한 ‘가족과의 경계’를 하위

났다(유계숙, 김보람, 2018).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가족 응집력이 낮을수록

또한, 자녀의 낮은 자기분화 수준은 문제음주

대학생의 스마트폰(SNS 포함) 중독점수가 더 높았

와 관련이 깊다. Knauth, Skowron과 Escobar(2006)는

으며(박순아, 박근우, 2017), 가족응집성이 낮고

자기분화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 적응성이 낮은 경우에서 SNS 중독이 가장

대한 연구에서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만성불안이

높았다(양유희, 2014). Haddadain, Abedin 그리고

낮고 사회적 문제해결이 높으며 알코올이나 약물

Monirpoor(2010)는 가족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인

사용이 적었다고 밝혔다. Kauhanen, Julkunen과

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

Salonen(1992)은 정서지각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표

위 변수인 기분변화, 사회적 이득, 충동성, 과도

현이 어려울수록, 즉 자기분화가 낮을수록 문제음

한 사용, 그리고 금단증상을 예측했다고 보고했

주가 높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정훈, 양난미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부모화와 관련이

그리고 이명선(2013)이 자기분화 수준과 문제음주

깊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 역할, 가족 응집

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력이 SNS 과다사용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예측

낮은 대학생의 경우 연인관계에서 친밀감과 거리

할 수 있다.

감을 유연하게 견디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부모의 문제음주는 자녀의 자기분화에도 영향

문제음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낮은 자기

을 준다. 자기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분화 수준은 SNS 과다사용 문제와도 연결 지어

통해 이해할 수 있다(Kerr & Bowen, 1988). 체계이

볼 수 있다. 최연화(2012)의 연구결과, 자아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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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낮은 사람은 관계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화 경험이 높을수록 자기분

법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과다사용 하는

화가 낮았다는 결과(이지선, 김정민, 2019)가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2018)은 부모화 경험 중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자기분화 수준

특히 불공평의 경험이 가족 내 자신의 역할에 혼

과 SNS 과다사용 문제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

란을 일으키거나 스스로에 대한 돌봄 기대 욕구

다(채민경 외, 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 행동 간의

은 양육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겪으며

갈등을 일으켜 적응적인 자아분화를 방해하게 된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자아분화 수

다고 설명하고 있다.

준이 낮은 모는 SNS에 과몰입하게 되어 결과적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부모

으로 양육의 일관성과 민감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의 문제음주가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

했다.

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문제음주를

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보이는 가정의 자녀는 높은 부모화와 낮은 자기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분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기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개별 경

자녀의 문제음주나 SNS 과다사용 문제와도 관련

로와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직접, 간접 효과를 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모가 문제음

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문

주를 보이는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화와

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물질중독과 관련이 깊은 문

자기분화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음주와 행위중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SNS 과

Jankowski와 동료들(2013)은 대학생의 부모화(도구

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데

적, 정서적)가 정신건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의가 있다. 물질중독과 행위중독 경향이 유사한

부모화의 하위 변인인 인식된 불공평과 자기분화

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

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부모화 경험을 하는 자녀

주와 자녀의 중독관련 문제 간의 관계를 이해함

는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나 수

으로 중독의 세대 간 전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행을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분화 수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독의 세대 간 전수

준이 낮으며 정신건강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어떤 심리적

다. Jankowski와 Hooper(2014)는 부모화와 알코올

개입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사용 그리고 자기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

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문제음주 경험으

에서 부모화 중 인식된 불공평이 크면 자기 분화

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전도 문제인 부모화

가 낮아지며 낮은 자기분화는 알코올 사용을 높

와 자기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성인자녀의 문제

인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음주와 SNS 과다사용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의 검

부모화와 낮은 자기분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증은 중독 경향을 보이는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있다. 몇몇 국내 연구들은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

맞추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체계적 관점에

화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 원인과 개입을 고민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찾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 간의

을 수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구경호, 유순화, 20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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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NS 과다사용 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를 사용하였다.

둘째, 부모화는 부모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본 척도는 Jones(1983)가 부모의 음주를 자녀가 어
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

셋째, 부모화는 부모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발한 것으로 김미례, 정환일, 김경빈(1995)이 번안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나는 부모님 중 한

넷째, 자기분화는 부모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분이나 두 분 모두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등의 질문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다섯째, 자기분화는 부모 문제음주가 성인자녀

되어있으며, 예(1점), 아니오(0점)에 표시하도록 되

의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문제음주의 정

가?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미례, 정환일, 김경빈

여섯째, 부모화와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

(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94였으

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는 .97이었

으로 매개하는가?

다. 본 연구에서 CAST-K는 10문항 별로 문항 묶

일곱째, 부모화와 자기분화는 부모의 문제음주

음(Item parceling)을 통해 지표변수를 3개 생성하

가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였으며, 이의 각 신뢰도는 각 .93, .89, .92로 나타

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났다.
부모화

방 법

부모화는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신주연(2003)

과 조은영(2004)이 번안한 내용을 토대로 문비

연구대상

(2006)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Jurkovic

전국의 19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과 Thirkield(1999)는 과거의 부모화와 현재의 부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45명 참여하였으

화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부모화

며, 참여자 중 남성은 163명(47.2%), 여성은 182명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문비(2006)의 연구에서 신뢰

(52.8%)이었고, 연령 분포는 20대가 88명(25.5%),

도가 낮아 제외한 3문항을 제외하여 총 27문항을

30대가 86명(24.9%), 40대가 82명(23.8%), 50대가

사용하였다. 과거 부모화는 물리적 부모화(예: “때

89명(25.8%)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93명

때로 나는 집안에서의 책임 때문에 학업을 따라

(55.9%), 미혼이 152명(44.1%)이었다.

가는 것이 어려웠다”) 9문항, 정서적 부모화(예:
“부모님들은 다투실 때 종종 내가 자기의 편이

되도록 하셨다”) 9문항, 불공평(예: “나는 종종 가

측정도구

족에게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했다”) 9문항
부모의 문제음주

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

부모의 문제음주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점 Likert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

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hildren of

렇다)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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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의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비

이었다.

(2006)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85,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65~.79로 나타났으며,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는 부모화 전체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를 조사하기 위하여 알

에서 .92, 물리적 부모화 .80, 정서적 부모화 .83,

코올 자기조절 척도(Alcohol Self-Regulation Scale:

불공평 .82였다.

ASR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Heather 등(1993)과
Heather, Booth, 그리고 Luce(1998)가 알코올 사용장

자기분화

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조절실패를 측

자기분화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개발하고

정하기 위해 개발한 통제력 손상 척도(Impaired

타당화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Control Scale)를 원성두(2015)가 번안하여 사용한

총 38문항인 척도는 자기분화의 심리내적 차원과

알코올 자기조절 척도(Alcohol Self-Regulation Scale:

대인 관계적 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로 3차원 5하

ASRS)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인 척도는 세 부분

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내적 차원을 측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알코올

정하는 하위요인은 정서적 반응(예: “나는 차근차

에 대한 통제시도(5문항), 통제실패(10문항), 향후

근 따져 생각하기보다 느낌과 감정을 따라 행동

알코올 통제에 대한 예상(10문항)으로 구성되어

한다”) 9문항, 자기입장(예: “다른 사람이 뭐라 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알코올 자기조절의 실

든 개의치 않고 대부분 내 생각대로 한다”) 8문항

패를 측정하는 통제실패(예: “나는 술을 적게 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 관계적 차원을 측정

시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문항만을 사

하는 하위요인은 정서적 단절(예: “파트너가 이해

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전혀

하지 못할까 봐, 내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한다”) 5문항, 타인과의 융합(예: “나는 뭔가 결정

높을수록 알코올 조절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원성두(2015)의

걱정이 된다”)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

일반인 집단과 알코올 사용장애 집단 모두에서

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을 모두 측정하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5로 나타

하위요인인 정서적 융합(예: “나는 예민한 편이어

났다. 문항 묶음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문제음

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잘 받는다”) 9문항

주1은 .81, 문제음주2는 .84, 문제음주3은 .90로

이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나타났다. 간명한 기술을 위해 이후 기술에서는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입장

성인자녀의 문제음주를 문제음주로 기술하고자

하위요인 외에 모두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다.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는

자기분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

⍺)는 .89, 5개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69~.84로 나

SNS 과다사용 문제는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자기분화 전

SNS의 중독경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하고

체에서 .93, 정서적 반응 .88, 자기입장 .83, 정서

타당화한 ‘대학생용 SNS 중독 문제 척도’를 사용

적 단절 .69, 타인과의 융합 .83, 정서적 융합 .87

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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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NS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 또는

의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 방식을

업무시간에 잔다”), 몰입 및 내성(예: “SNS를 하고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근사적합도 지수인

싶은 충동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 부정정서의

RMSEA가 .08이하, CFI가 .95이상, SRMR이 .08이

회피(예: “초조함 또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SNS

하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

를 한다”),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예: “SNS를

다(Hu & Bentler, 1999).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짜증이 난다”) 등 4개의

을 위해 편향 조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부트스트래핑은 복원 추출로 매개효과의 경험적

로 평정하며(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

인 표집 분포를 얻는 비모수적인 재표집 기법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SNS 과다사용 문제가 높은

다. 이를 통해 경험적 표집 분포에서 매개효과

것으로 판단한다. 정소영과 김종남(2014)의 연구에

의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구할 수 있으며 95%

서 신뢰도(Cronbach’s ⍺)는 일상생활장애 및 조절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

실패 .84, 몰입 및 내성 .80, 부정정서의 회피 .81,

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77, 전체 .92로 나타났

(Hayes, 2009).

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일상생활장애 및 조
절실패 .90, 몰입 및 내성 .84, 부정정서의 회피

결 과

.90,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88, 전체 .96이었

다. 간명한 기술을 위해 이후 기술에서는 성인자
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를 SNS 과다사용 문제 로

기술통계 및 상관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자료 분석방법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과 Mplus 7.4 프

은 2, 첨도의 절대값은 7 미만으로 다변량 정규성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랐다.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문제음주는 부모화(𝑟=.40,

치도(Cronbach’s 𝛼)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 분

𝑝<.01), 문제음주(𝑟=.30, 𝑝<.01), SNS 과다사용

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하여

문제(𝑟=.28, 𝑝<.01)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상

자기분화(𝑟=-.27 𝑝<.01)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

관분석을 통해 연구 모양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 부모화는 자기분화(𝑟=-.22, 𝑝<.01)와는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의 문제음주와 문

상관을, 문제음주(𝑟=.27, 𝑝<.01), SNS 과다사용

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

문제(𝑟=.38, 𝑝<.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화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으로

자기분화는 문제음주(𝑟=-.36, 𝑝<.01), SNS 과다

검증하였다. Anderson, David와 Gerbing(1988)의 2단

사용 문제(𝑟=-.29, 𝑝<.01)와 부적 상관을, 문제

계 접근법에 기반하여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음주는 SNS 과다사용 문제(𝑟=.50, 𝑝<.01)과 정

요인부하를 확인하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

적 상관을 보였다.

로계수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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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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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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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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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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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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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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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7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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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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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1

**

.31

**

-.17

**

-.37

**

-.08

-.2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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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51

2.30

.25

**

.30**

.23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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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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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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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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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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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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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

1.28

-.14

.62

3.60

-.19

**

-.25**

-.20

**

-.21

**

-.22

**

-.22

**

-.25**

-.29

**

**

-.27

.61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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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3

.74

3.58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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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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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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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문제음주와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와

확인하였다. 경로계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

SNS 과다사용 문제 관계에서 부모화와 자기분

의하였다. 부모의 문제음주와 부모화 사이의 표

화의 매개효과 검증

준화 경로계수는 .41(𝑝<.001), 부모의 문제음주와
자기분화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1(𝑝<.01),

부모의 문제음주와 부모화, 자기분화, 문제음

부모의 문제음주와 문제음주 사이의 표준화 경로

주, SNS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측정모형 추정 결

계수는 .14(𝑝<.05), 부모화와 자기분화 사이의 표

과, RMSEA=0.074, CFI=.962, SRMR=.056의 모형

준화 경로계수는 -.26(𝑝<.001), 부모화와 문제음

적합도를 보여 측정모형이 자료와 적합함을 확인

주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6(𝑝<.05), 부모화

하였다(Hu & Bentler, 1999). 요인부하의 표준화 추

와 SNS 과다사용 문제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정치도 모든 변수에서 .6 이상으로 각 지표 변수

.31(𝑝<.001), 자기분화와 문제음주 사이의 표준화

는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로계수는 -.34(𝑝<.001), 자기분화와 SNS 과다사

부모의 문제음주와 문제음주, 부모의 문제음주와

용 문제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5(𝑝<.001)

SNS 과다사용 문제 사이의 관계를 부모화와 자기

로 유의하였다. 다만,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분화가 차례로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그림1과 같

과다사용 문제 사이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9

이 설정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RMSEA가 0.074,

(𝑝=.121)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그

CFI는 .962, SRMR은 .056으로 좋은 적합도(Hu &

림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Bentler, 1999)를 보여 모형이 자료를 잘 나타냄을

부모의 문제음주와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그림 1. 최종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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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매개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임계치

계수

계수

(SE)

(CR)

***

.07

7.32

**

.09

-3.15

*

***

부모의 문제음주 → 부모화

.53

.41

**

부모의 문제음주 → 자기분화

-.28

-.21

*

부모의 문제음주 → 문제음주

.40

.14

.18

2.21

부모의 문제음주 → SNS 과다사용 문제

.16

.09

***

부모화 → 자기분화

-.27

.10

1.54

***

.07

-3.83

*

-.26

*

부모화 → 문제음주

.35

.16

.15

2.34

부모화 → SNS 과다사용 문제

.44***

.31***

.09

5.04

***

***

.16

-4.54

***

.09

-3.75

자기분화 → 문제음주

-.72

-.34

***

자기분화 → SNS 과다사용 문제

-.35

-.25

*𝑝<.05, **𝑝<.01. ***𝑝<.001

문제 관계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비표준화 계수는 0.20,

유의한지에 대해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을 실시

95% Bias-Corrected CI=[0.059, 0.336]로 통계적으

하여 95% 신뢰구간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부모의 문제음주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부모화

문제음주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

와 자기분화의 순차적인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

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비표준화 계수는 0.19,

결과, 비표준화계수는 0.10, 95% Bias-Corrected

95% Bias-Corrected CI=[0.024, 0.347]로 통계적으

CI=[0.029, 0.1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

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의 문제

과가 나타났다.

음주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문제의 관계

표 3.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유의미성 검증
매개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19* (.024

부모의 문제음주 → 부 모 화 → 문제음주

**

~

.347)
.336)

부모의 문제음주 → 자기분화 → 문제음주

.20 (.059

~

부모의 문제음주 → 부 모 화 → 자기분화 → 문제음주

.10** (.029

~

.175)

(.126

~

.342)

부모의 문제음주 → 자기분화 → SNS 과다사용 문제

.10 (.025

~

.168)

부모의 문제음주 → 부 모 화 → 자기분화 → SNS 과다사용 문제

.05* (.011

~

.089)

부모의 문제음주 → 부 모 화 → SNS 과다사용 문제

*𝑝<.05, **𝑝<.01. ***𝑝<.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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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비표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준화 계수는 0.23, 95% Bias-Corrected CI=[0.126,

성인 자녀가 부모의 문제음주, 부모화, 문제음주,

0.3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

SNS 과다사용 문제를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자기

다.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문제의 관

분화 수준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결과, 비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안재현, 김정민, 김나

표준화 계수는 0.10, 95% Bias-Corrected CI=[0.025,

현, 2018; 유계숙, 김보람, 2018: Jankowski et al.,

0.1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

2013; Jankowski & Hooper, 2014)을 지지하는 결과

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이다.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순차적인

둘째,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 자녀의 문제음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 결과, 비표준화계수는 0.05,

주 관계에서 부모화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부

95% Bias-Corrected CI=[0.011, 0.089]로 통계적으로

모의 문제음주가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를 직접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높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문제음주가 있다고 지각
한 성인자녀는 부모화가 높았으며 이것이 다시
자신의 문제음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논 의

한 결과는 ACOA가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높았
으며(이경래, 김경빈, 1994), 문제음주를 가지고 있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 자녀의 문

는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부

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화가 높다는 결과(윤해례, 2003: Bekir et al.,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

1993)를 지지한다. 그리고 부모화가 높은 경우에

였다. 중독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으로 구분되는

여러 외재화 문제(성행동, 품행문제, 알코올문제)

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 나타난다는 결과(Stein, Riedel, & Rotheram-Borus,

물질중독에서는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를 선정하

1999)와 연결된다. 부모화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였고 행위중독에서는 최근 그 경향성이 뚜렷하게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가족체계

급증하고 있는 성인 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를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문제음주를 보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

일 때 아이들은 위협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면 다음과 같다.

데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감을 얻

첫째, 부모의 문제음주, 부모화, 문제음주, SNS

기 위해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것이다(Burnett et al.,

과다사용 문제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2006). 즉,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

을 보였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문제음주를 높게

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지각하면 할수록 부모화, 자신의 문제음주, SNS

부모의 문제음주라는 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다사용 문제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가족의 특정 자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떠맡

선행연구들(기태일, 2018; 윤해례, 2003; Hooper et

게 되지만(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아이들

al., 2012; Ohannessian, 2009)과 대부분 일관적인 결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치료(self-medication)를

과를 보인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 성인 자녀의

위해 알코올과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서 성인이

부모화, 문제음주, SNS 과다사용 문제와 자기분화

되어 자신의 부모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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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Bekir et al., 1993). 이러한 부모화를 일종의

향을 주며, 성인 자녀가 부모의 문제음주를 높게

외상경험으로 볼 수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각할수록 자기분화가 낮았으며 결과적으로 문

상황인 부모화는 중독과 같은 성인기의 빈약한

제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Hurst,

기능을 초래하게 된다(Aldridge, 2006). 성인자녀의

Sawatzky 그리고 Pare(1996)는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부모화가 문제음주로 이어지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알코올 의존에 놓여있는 경우 자녀의 개

부모화가 장기간 지속되며, 다세대적인 특성을 보

별화나 자기분화가 오히려 체계의 항상성을 위협

이면서 전 생애를 걸쳐 존재한다는 Chase(1999)의

하기에 자녀의 자기분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렵다고 했다. 여성 ACOAs가 가족 내 ‘가족영

셋째, 부모의 문제음주와 성인 자녀의 SNS 과

웅’의 역할을 담당하며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보

다사용 문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는 완전매개효

였다는 결과(유계숙, 김보람, 2018)와도 일관적이

과를 보였다. 부모가 문제음주를 가지고 있다고

다. 또한, 낮은 자기분화는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

인식하는 성인 자녀는 부모화를 높게 보고하고

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

결과적으로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은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견디고 스트레스를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문

성인 자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에 직접 영향을

제음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이정훈, 양난미, 이

주지 않으며 부모화를 통해서만 관련됨을 의미한

명선, 2013)와 통한다.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

다. 가족원들 사이에 부모 자녀 역할이 명확하게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자기

구분되지 않은 경우나 가족원과의 각각의 경계가

분화 수준이 낮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

뚜렷하지 못한 경우 과도하게 SNS에 몰두하고 집

는 불편감을 문제음주로 해결하는 과정(Kauhanen,

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박순아, 박근우, 2017;

Julkunen, & Salonen, 1992; Knauth, Skowron, &

신영주 외, 2003)과 일관적이다. 기태일(2018)의 연

Escobar, 2006)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문제음주를

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

해 가족 간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역할’ 영역

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기분화 능

의 점수가 더 낮았는데 본 연구결과도 이와 연결

력이 손상되며(조성희, 2011), 결과적으로 관계 욕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음주로 인해 부모

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SNS 사용에 과도하게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가족에서 부모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최연화, 2012).

화된 자녀는 부모를 돌보거나 형제들을 돌보면서

다섯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SNS 과다사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녀로서 제대로 된

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완전매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는데

효과를 보였다. 부모의 문제음주를 높게 지각하는

바로 SNS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형태로 나타날 수

성인 자녀는 자기분화가 낮아 이것이 SNS 과다사

있는 것이다.

용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부모의 문제음

넷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문제음주에

주가 바로 SNS 과다사용 문제로 바로 가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는 부분매개효과를 보

아니라 자기분화를 거쳐서만이 SNS 과다사용으로

였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문제음주를 높게 지각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음주를 높이는데 바로 영

경우 관계 욕구를 채우려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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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SNS 중독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겪는 심리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알아차리지

(최연화, 2012)을 지지한다. 또한, 박순아와 박근

못하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상태로 이어진다

우(2017)는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이라는 가족

(조은영, 정태연, 2005). 다시 말해, 부모화를 경험

기능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는 자녀는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책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

임지나 이러한 수행에 대해 적절히 인정받지 못

과와 통한다. 가족기능이 부정적이어서 자아분화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자아분화가 낮아지며

가 낮은 경우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하는 데

이것이 성인자녀의 문제음주나 SNS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나 자신의 충동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는 SNS

억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중독을 높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녀가

부모화와 자기분화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부모의 문제음주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

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들(김현수 외, 2004; 윤명

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를 보고한 신진희와 이성

숙, 박완경, 2015)이 SNS 과다사용 및 SNS 중독에

규(2017) 그리고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문제음주를 단편적으로 예

문제에서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준 본

측한 결과, 부모의 문제음주가 SNS 과다사용이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치료 개입에 함의점을 지

중독을 예측한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

닌 과정변인으로 자기분화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

서 부모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간에 작용하

으로 필요해 보인다.

는 매개변인(부모화와 자기분화)을 함께 고려한

여섯째,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 자녀의 문제

결과, 부모의 문제음주는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가 부

용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

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

의 문제음주만으로는 SNS 과다사용 문제로 이어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 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기존의 연구들(박순

녀의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아, 박근우, 2017; 신진희, 이성규, 2017)과 일치하

화와 자기분화의 완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역시

는 결과이다. 부모의 문제음주에 지속적으로 노출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될수록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음주효과의 기대가

부모화가 정신건강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결국 자녀의 문제음주로 이

화의 하위 변인인 인식된 불공평과 자기분화 간

어지지만(이은숙, 봉은주, 2014; 차소영, 2004), 부

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결과(Jankowski et al., 2013)

모의 문제음주는 성인자녀의 SNS 과다사용을 직

와 부모화와 자기분화 그리고 알코올 사용 간의

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계에서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부적 관련성을 보

부모의 문제음주가 SNS 과다사용 문제에 직접적

고한 결과(Jankowski & Hooper, 2014)를 지지한다.

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모화와 자기분화

갈등이 부모로부터 발생했거나 부모가 갈등을 해

를 일으키는 부모의 특성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

결할 능력이 없을 때 자녀는 가족의 일을 해결하

미를 지닌다.

는 책임자로서 영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은 가족의 암묵적 기대에 의해 계속 반복되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

기 쉽고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부모화된 자녀들이

인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용 문제라는 중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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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회 현상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 부모의 문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음주의 경우

제음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성인

주변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중요한데 대부분 중

의 음주는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독문제를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신을 조절

암묵적인 허용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음주

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해하면서 그 개인에게 원

또한 현재 당면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인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하다(Lassiter & Spivey,

현상이라고 이해하면서 문제음주를 문제로 인식

2018).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성인 자녀의 문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SNS 과다사용 또한 빠른

음주와 부모의 문제음주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면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생

서 역기능적인 가족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내담자

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없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물질중독과

것이다. 둘째, 성인자녀의 문제음주와 SNS 과다사

관련이 깊은 성인의 문제음주 그리고 행위중독과

용 문제를 조력할 때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중요

연결된 SNS 과다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성과 이들 간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상담의 중

의 문제음주를 확인한 점은 성인의 중독문제를

요 주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의 부모

가족세대적 관점에서 가족의 역기능적 차원으로

화 경험이 어떻게 자기분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해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부모화와 자기분

문제음주나 SNS 과다사용 문제로 드러나는지를

화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한 점이다. 최근 중독문

내담자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개입이

제는 생물심리사회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

될 것이다. 즉, 단순히 중독문제의 정도나 증상을

문가들의 합의가 일어나고 있다(Culbreth & lassiter,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

2018). 생물학적 접근은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급

것은 역기능적 가족에서 건강한 가족으로 가족

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리적 변인

체계가 바뀌도록 도울 것이며 그 가족 체계에 포

이 중독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함되어 있는 한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도울 수

러한 통합적 관점을 지지하는 좋은 근거가 될 것

있을 것이다. 성인자녀의 문제음주나 SNS 과다사

이라고 본다. 심리적 기제 중 본 연구는 부모화와

용 문제의 치료 목표가 완전한 단주 혹은 SNS의

자기분화의 순차적 매개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임

사용 금지라기보다는 통제와 조절이기에 부모화

상 실제에서 중독 내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

와 자기분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상담 목표를 설

는지에 대한 함의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결과가 상담 실제에서 어떤 기여를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다. 첫째, 성인의 문제음주를 임상 현장에서 접할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의 자료를 얻는 방식에서

때 단순히 문제음주의 양을 줄인다거나 SNS 사용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되어 보고되었을 가능

시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대 간 중독 문

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료수집에서

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부모의 문제음주로 통합하여 자료를 얻었는데 우

있을 것이다. 부모의 문제음주 수준을 이해하여

리나라의 경우 부의 문제음주와 모의 문제음주를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다. 후속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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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사용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특성으로 부

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본 연

와 모를 구분해서 자료를 얻어 살펴볼 필요가 있

구는 물질중독 중 문제음주, 행위중독 중 SNS 과

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역기능적 특성으로 부모

다사용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최

의 문제음주 이외에 부모의 심리적 및 유전적 특

근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중독

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적 요인

(필로폰 등)과 게임사용장애를 살펴보는 것도 의

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독이 발현

미가 있을 것이다. 게임사용장애는 최근 ICD-11에

된다는 주장(Englund et al., 2008)을 고려하면 유전

질병 분류 코드가 부여된 상황이기에 국내에서

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

째, 부모화의 상반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DSM-5에 질병으로 분류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부

된 행위중독은 유일하게 도박장애가 있다. 도박장

모화를 높여 이것이 성인자녀의 문제음주와 SNS

애 역시 최근 인터넷 게임과 결합하여 초등학생

과다사용 문제를 높이는 결과를 보이면서 부모화

및 청소년에게 그 파급력이 위험한 상황이다. 청

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화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도박성향에 이르는 과정을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과 일관적인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Hopper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부모화의 긍정적 영향을

(2007)는 아동기 관계적 환경적 역경으로 부모화

언급하는 연구들(Stein, Rotheram-Borus, & Lester,

를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

2007; Tompkins, 2007)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

모화의 결과로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하

고 있다. 다만, 부모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

는 종단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는 연구들은 부모가 HIV/AIDS 질병을 가지고 있

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문제음주와 SNS

는 경우에 나타난 결과들이어서 부모의 문제음주

과다사용 문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

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와 그 대상이 상이한데서

만 SNS 과다사용이 심각한 물질 남용과 관련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추적 연구 결과

있다는 연구(Ohannessian, 2009)를 주목한다면 중독

아동기 도구적 정서적 부모화를 경험한 성인자녀

에서 물질중독과 행위중독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들이 외상 후 성장과 같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후속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과(Stein, Rotheram-Borus, & Lester, 2007)도 있기
에 향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

참고문헌

라의 경우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
한 자식의 의무를 크게 강조하는 특성이 있기에
부모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조은영,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18년 스마트폰 과의
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태연, 2005). 향후 부모화와 관련된 축적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세에

구경호, 유순화 (2012).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서 6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아분화의 관계. 상담학연구, 13(6), 2763-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였음을 고려할 때, 같

2776.

은 성인이라고 하여도 삶의 배경 격차가 클 수

기태일 (2018).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개관연

있다. 성장 시기가 비슷한 세대에 따라 부모화 경

구: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

- 139 -

상담학연구

미치는 영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

5-24.

김교헌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

발표논문집, 11, 287-316.

안재현, 김정민, 김나현 (2018). 청소년의 부모화

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김교헌 (2006). 중독과 자기조절: 인지신경과학적

경험이 자아분화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

김미례, 정환일, 김경빈 (1995). 한국어판 알코올

치료학회지, 13(2), 19-32.

중독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양윤희 (2014). 울산광역시 중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의

특성, 외로움,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스마트폰 중독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

3(4), 1182-1193.

학교.

김현수, 채규창, 임연정, 신윤미 (2004). 인터넷 과

원성두 (2015).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위한 목표

다사용 청소년의 가정 내 변인 연구. 신경정

중심 자기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

신의학, 6(43), 733-739.

문, 아주대학교.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

유계숙, 김보람 (2018). 기혼여성의 부모 알코올중

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독 여부와 배우자의 알코올의존성: 자아분화

박순아, 박근우 (2017). 가족의 기능과 스마트폰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

23(3), 401-417.

유재순, 김은경, 박우영 (2013). 부모의 음주문제가

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4), 325-333.

있는 청소년의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박현숙, 정선영 (2013). 일개 지역 청소년의 중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15(4), 2085-2102.

독행동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 27(3),

윤명숙, 김남희 (2018). 성인의 SNS 중독과 SNS

592-607.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7). 2016년도 정신

피로감, 우울의 관계: SNS 이용의도의 조절된

질환실태조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신미경 (2015).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46(2), 120-149.

구조모형 검증: 심리, 사회적 변인가 온라인

윤명숙, 박완경 (2015).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

상호작용 선호 경향성 및 SNS 이용 동기를

(ACOAs)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문제음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주가 SNS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알코올

신영주, 김성재, 최정윤, 김창현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과학회, 16(1), 1-16.

윤해례 (2003). 알코올 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 중

의 관계. 중독정신의학, 7(2), 110-116.

독자 자녀의 부모화.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

교.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이경래, 김경빈 (1994). 알코올 중독환자 자녀들의

매개 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알코올 중독 위험성과 불안, 우울 및 부모-

신진희, 이성규 (2017).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자녀 결합형태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 140 -

33(5), 1063-1071.

이경옥․이문희․백상은 /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이은숙, 봉은주 (2014). 부모의 문제음주가 대학생

여자대학교.

자녀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음주결과기

채민경, 장경은, 김은혜, 최유진 (2018). 영아기 자

대와 우울의 매개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SNS 중독경향

20(3), 392-401.

성과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

이은영 (2011).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

보육지원학회지, 14(6), 187-203.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

대학교.

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
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이정훈, 양난미, 이명선 (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
와 데이트 언어폭력의 관계: 문제음주의 매개

Aldridge, J. (2006). The experiences of children living

효과. 상담학연구, 14(6), 3653-3672.

with and caring for parents with mental illness.

이지선, 김정민 (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

Child Abuse Review, 15(2), 79-88.

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

Anderson, J. C., David W., & Gerbing, D. W.

치는 영향 비교: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아분화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39-56.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정소영, 김종남 (2014).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ekir, P., McLellan, T., Childress, A. R., & Gariti, P.

건강, 19(1), 147-166.

(1993). Role reversals in families of substance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

abusers: a transgenerational phenomenon. The

발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International

지, 15(1), 19-46.

613-630.

Journal

of

the

Addictions,

28(7),

조성희 (2011).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에 근거한

Boszormenyi-Nagy, L., & Spark, G. (1973). Invisible

어머니의 양육경험 탐구. 박사학위논문, 중앙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대학교.

New York: Harper & Rew.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족 내 영향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York: Basic Books.
Burnett, G., Jones, R. A., Bliwise, N. G., & Ross, L.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T.

(2006).

Family

unpredictability,

parental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

alcoholism, and the development of parentification.

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The American Journal fo Family Therapy, 34(3),

치료, 17(4), 833-853.

181-189.

조혜정, 이윤주 (2014).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Chase, N.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societal issues. In N. Chase(Ed), Burdened children

15(6), 2345-2360.

(pp.3-3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차소영 (2004). 부모의 음주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Culbreth, J. R., & Lassiter, P. S. (2018). From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

- 141 -

treatment

lore

to

theory

application

-

an

상담학연구

introduction to addiction theory and practice. In

gender in predicting problematic use of internet.

Lassiter, P. S., & Culbreth, J. R. (Eds.), Theor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850-854.

and practice of addiction counseling (pp. 1-10).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Thousand Oaks, USA: SAGE Publications, Inc.

Statistical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millennium.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mediation

analysis

Communication

in

the

Monographs,

new
76(4),

408-420.
Heather, N., Booth, P., & Luce, A. (1998). Impaired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Control Scale: cross-validation and relationships

Donnelly, E., & Kuss, D. J. (2016). Depression among

with treatment outcome. Addiction, 93(5), 761-

users of social networking sites (SNSs): The role
of SNS addiction and increased usage. Journal of

771.
Heather, N., Tebbutt, J. S., Mattick, R., & Zamir, R.

Addiction and Preventive Medicine, 1(2), 107.

(1993).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Croft, J. B.,

impaired control over alcohol consumption: a

Edwards, V. J., & Giles, W. H. (2001). Growing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up with parental alcohol abuse: exposure to

Drugs, 54(6), 700-709.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5(12),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1627-1640.

implications

Englund, M. M., Egeland, B., Oliva, E. M., &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4),

Collins, W. A. (2008). Childhood and adolescent

322-337.

predictors of heavy drinking and alcohol use

Hooper, L. M., Doehler, K., Jankowski, P. J., &

disorders in early adulthood: a longitudinal

Tomek, S. E. (2012). Patterns of Self-Reported

developmental analysis. Addiction, 103(1), 23-35.

Alcohol Use, Depressive Symptoms, and Body

Glanton, C. F., & Wulfert, E. (2013). The relationship

Mass Index in a Family Sample: The Buffering

between parental alcohol use and college students’

Effects of Parentification. The Family Journal:

alcohol-related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cognitions.

Addictive

Behaviors,

38(11), 2761-2767.

20(2), 164-178.

Griffiths, M. D., Kuss, D. J., & Demetrovics, Z.

Hooper, L. M., Doeler, K., Wallace, S. A., & Hannah,

(2014). Social networking addiction: an overview

N. J. (2011). The parentification inventory:

of preliminary findings. In Rosenberg, K. P., &

development, validation, and cross-validation. The

Feder, L. C. (Eds.), Behavioral addiction. criteria,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9(3), 226-241.

evidence, and treatment (pp.119-141). New York: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Elsevier Inc.
Haddadain, F., Abedin, A., & Monirpoor, N. (2010).
Appraisal of personality, family structure and

- 142 -

indexes

Conventional

in

covariance

criteria

versus

structure
new

analysis: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이경옥․이문희․백상은 / 부모의 문제음주가 성인자녀의 문제음주 및 SNS 과다사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모화와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Journal, 6(1), 1-55.

Atlanta, GA 30303.

Hurst, N. C., Sawatzky, D., & Pare, D. P. (1996).
Families

with

multiple

problems

through

Kauhanen, J., Julkunen, J., & Salonen, J. T. (1992).

a

Coping with inner feelings and stress: Heavy

Bowenian lens. Child Welfare, 75(6), 693-708.

alcohol use in the context of

Hussong, A. M., Curran, P. J., & Chassin, L. (1998).

Behavioral Medicine, 18(3), 121-126.

alexithymia.

Pathways of Risk for Accelerated Heavy Alcohol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Use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

이론(Family evaluation).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Par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6),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8에 출판).
Kim, K. S., & Cha, H. G. (2016). Factors Influencing

453-466.
Jankowski,

P.

J.,

&

Hooper,

L.

M.

on

(2014).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Parentification and Alohol Use: Conditional Effects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Counseling and

9(43), 1-7.
Knauth, D. G., Skowron, E. A., & Escobar, M.

Values, 59(2), 174-191.

(2006).

Jankowski, P. J., Hooper, L. M., Sandage, S. J., &

Effect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Hannah, N. J. (2013). Parentification and mental

adolescent risk behavior: Test of the theoretical

health symptoms: mediator effects of perceived

model. Nursing Research, 55(5), 336-345.

unfairnes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 A review of the

Family Therapy, 35(1), 43-65.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Jellinek, E. M. (1960). The disease concept of alcoholism.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New Haven, CT. US: Hillhouse press.

3528-3552.

Johnson, J. L., & Leff, M. (1999). Children of
substance abusers: overview of research findings.

LaBrie, J. W., Migliuri, S., Kenny, S. R., & Lac, A.
(2010). Family history of alcohol abuse associated

Pediatrics, 103(5 Pt 2), 1085-1099.

with problemat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hnson, P., & Stone, R. (2009). Parental alcoolism

Addictive Behaviors, 35(7), 721-725.

and family functioning: effects on differentiation
levels

of

young

adults.

Alcoholism

Treatment

Lassiter, P. S., & Spivey, M. S. (2018).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e moral model. In Lassiter, P.

Quarterly, 27(1), 3-18.
Jones, J. W. (1983). The children of alcoholics

S., & Culbreth, J. R. (Eds.), Theory and practice of

screening test: A validity study. Bulletin of The

addiction counseling (pp. 27-44). Thousand Oaks,

Society of Psychologists in Addictive Behaviors, 2(3),

USA: SAGE Publications, Inc.
Maynard, S. (1997). Growing up in an alcoholic family

155-163.

system: the effect on anxiety and differentiation of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self. Journal of Substance Abuse, 9, 161-170.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Morissette, P., Maranda, M-F., Lessard, D. (2006).

Plaza,

- 143 -

Young

substance

abusers

and

precarious

상담학연구

employment: Trajectories and anchoring dynamic.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us, M. J.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40(3), 175-191.

(1999).

Ohannessian, C. M. (2009). Does technology use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of parents with AIDS. Family

parental

alcoholism and adolescent alcohol and cigarette

Parentification

Process, 38(2), 193-208.
Stein, J. A., Rotheram-Borus, M. J., & Lester, P.

use? Addictive Behaviors, 34(6-7), 606-609.

(2007). Impact of parentification on long-term

Orford, J. (2001). Addiction as excessive appetite.

outcomes

Addiction, 96(1), 15-31.

among

children

of

parents

with

HIV/AIDS. Family Process, 46(3), 317-333.

Pasternak, A., & Schier, K. (2012). The role reversal

Straus, R. (1983). Types of alcohol dependence. In

in the familie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Kissin B., Begleiter B. (ed), The Biology of

Archives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14(3),

Alcoholism, vol 6: The Pathogenesis of Alcoholism:

51-57.

Psychosocial Factors (pp. 1-16). New York: Plenum

Pasternak, A., & Schier, K. (2014). Psychological

Press.

birth-the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among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female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ism and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Drug Addiction, 27(4), 305-318.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Reiter, M. D. (2019). Substance abuse and the family:
assessment and treatment. Second Edition. New York,

113-123.
West, R. (2001). Theories of addiction. Addiction,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96(1), 3-13.

Sher, K. J. (199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Res World,
21(3), 247-254.

원고 접수일 : 2020. 02. 13.
수정원고 접수일 : 2020. 04. 06.
게재 결정일 : 2020. 04. 09.

- 144 -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0, Vol. 21, No. 2, 123-145

Influence of parental alcohol problem on adult child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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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s alcohol, SNS overuse problem. A total of 345 people
(male=163, female=182) participated in this study by responding to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lcohol self-regulation, SNS addiction probl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ific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alcohol problem. Second, parentific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SNS overuse problem. Third, self-differenti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alcohol problem. Fourth, self-differenti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SNS overuse problem. Fifth,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sequentia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alcohol problem. Sixth,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sequentially and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lcohol and adult children SNS overuse problem.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alcohol problem, SNS overuse problem,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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