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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tress types and cop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quality 
with mothers-in-law perceived by sons-in-law.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00 sons-in-law aged 20～49 by using 
a survey questionnai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ctor analysis yielded 4 types of 
coping(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avoidant coping, direct behavior coping, and indirect behavior coping) and 7 
types of stress(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interference in daily life, son-in-law discrimination, wife 
discrimination, uncomfortable interaction, differences in lifestyle, and excessive demand). Second, the total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in-law was affected by avoidant coping and 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Finally,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in-law and sons-in-law was influenced by avoidant coping, 
uncomfortable interaction stress, direct behavior coping, differences in lifestyle stress, son-in-law discrimination stress, 
interference in daily life stress, frequency of meeting, cognitive understanding coping, indirect behavior coping, and 
age.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sons-in-law's coping styles  with stress from their mothers-in-law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amount of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on the relationship quality with their mothers-in-law. 
Especially, ‘avoidant coping’ among 4 styles of coping and ‘uncomfortable interaction stress’ among 7 types of stress 
influenced the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mothers-in-law and sons-in-law the most.

Keywords: mother-in-law, son-in-law, stress types, coping styles, relationship quality.  

Ⅰ. 연구의 목적

오늘날 친족관계의 변화양상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탈부계화 혹은 양계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김선

, 2002; Kim & Kim, 2002; Sung, 2006). 우리 사회에

서 양계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Sung, 2006). 그 하나는 양계화를 전통가족이 보 던 부

계 일변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로 보는 입

장(김선 , 2002; Cho, 1997)이고, 다른 하나는 현 상황

에서 보여 지는 양계화의 허점 즉 대칭적 양계화라기 보

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로 보는(Han & Yoon, 
2004)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적 양계화 현상은 다음의 몇 가

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더욱 뚜렷한 대칭적 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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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이 2008년 1.19명으로 줄어든 출산율 

감소현상이다(통계청, 2008). 둘째는,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딸만 있는 가정이 증가하 으며, 과거 장남

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거나 아들에 의해 가계를 잇게 하

겠다는 전통적인 사고관이 약화되면서 기혼 딸 중심의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이동원 외, 2002). 셋

째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증가 및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육아를 위해 맞벌이 부부가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살며 

도움을 주고받는 ‘수정확대가족’이 새로운 가족형태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부양행동과 부양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가보다는 육아 및 가사를 부탁하기 쉬

운 친정근처에 살거나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

향이 늘어나고 있다(Choi, 1997). 
이러한 양계제로의 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강조되

어야 할 측면이 장모-사위 관계이다. 이제 장모-사위 관

계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비대면적인 간접적 관계가 아

니라, 상호 교류적이고 대면적인 직접적 관계로 발전하

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장모-사위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각종 언론 및 

기관들의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모-사위 갈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학문적인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그동안 한국 가족 관

계에서 중요한 갈등관계로 인식되어온 고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발표되어 왔으나, 장모-사위에 

대한 연구는 소수(Park, 1993; Woo, 2003)의 연구를 제

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친족관계의 양계화 현상

을 다룬 일련의 연구들도 우리에게 친족관계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제공해 주었지만, 그 대부분

이 기본적으로 세대관계의 전반적 현상과 양계화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수준으로 고찰되고 있어(Han & Yoon, 
2004) 장모-사위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전통적 사회통

념과는 달리 양 세대 간에 스트레스와 갈등 등 새로운 긴

장관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관계는 양 세대

는 물론 그 가족들의 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부계친 의식이 잔존해 있기

는 하지만 고부관계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장모-사위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대처방법, 스트레스와 장모와의 관계의질이 어떤 관련성

을 갖는가를 파악해 봄으로서 장모사위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부부관계 및 친족관계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장모-사위 스트레스 관계에서 사위가 사용하는 

대처방법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해 본다. 
둘째,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본다.
셋째,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관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제요인 및 상대적 향력은 

어떠한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친족관계의 특성과 변화

친족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도 이미 1980년대부터 친족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친족

의 의례적 기능 등은 여전히 유지․존속되고 있다고 할

지라도 전체적으로 친족범위가 축소되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의 친족의 상호작용은 부계가 약화되고 처가와의 

유대가 다양한 역에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Han & 
Yoon, 2004). 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한국가족

의 친족관계는 제도적으로는 부계의 연속성이 존재하면

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적 특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진단하 다. 예를 들어, Cho(1997)은 결

혼한 지 4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계친족을 중요시하는 비율과 양쪽 친족 모두를 중요시

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이미 부계 중심의 친족관

계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 다. 또한 전국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친족관계를 조사한 김선 (2002)은 

우리 가족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내적인 관

계들 간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족규범은 

여전히 부계중심적 관계를 강요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양계 중심적이거나 혹은 모계 중심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 다. 
Han과 Yoon(2004)은 본인 부모와 한 명 이상의 배우

자 부모가 생존해 있는 1,755명의 가구대표자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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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고찰한 결과 한국가

족의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

인 모습이 혼재되어있으며, 가족의 협력네트워크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은 부계친족 및 모계친족의 상호작용

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라기 보다는 비

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Sung(2006)은 35세～45세 17명(남성 9명/여성 8명)을 

심층 면접하여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해 질적 연

구를 실시하 는데, 남성제보자의 경우 거주지 근접성이 

처가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처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규범

가설이 적용된다고 설명하 다.  
이상의 관련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

의 친족관계는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계승계 및 부자관계

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가친 못지않

게 처가친과도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양계지향적 친

족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경향은 현

대의 정보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더욱 증가하고 

발언권이 확대된다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정

보사회에서는 친족관계가 혈연이 아니라 친밀감에 기초

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부계중심이 아니라 

부계와 모계를 다 같이 중시하는 양계적 친족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1) 스트레스의 개념 및 유형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리고 연구목적과 분야

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

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가운데 현재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의 세 관점은 자극접근, 반응접근, 
상호작용접근이다(박경란 외에서 재인용, 2002; 장현갑, 
강성군, 1998). 첫 번째, 자극접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

들은 스트레스를 외적 요인이나 외적인 힘으로 기술한

다. 즉 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압력’과 같은 자극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반응접근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외적 자극을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해 사람들이 나

타내는 반응이나 내면적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본다. 세 

번째, 상호작용접근의 입장은 스트레스 반응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 최근에 이르러 인간이

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는 단순한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의 결과(Lazarus & Folkman, 1991; as cited in Park & 
Park, 2009)라고 본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가장 보편적인 갈등의 주제

를 알아보기 위해 종단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Clarke et al.(1999)은 첫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스타

일 둘째, 생활습관 및 스타일 선택 셋째, 자녀양육수행 

및 가치 넷째, 정치 종교 및 이데올로기 다섯째, 일 지

향 여섯째, 가사기준 및 유지 등 6개 유형의 갈등주제

가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장모-사위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최근의 김선 (2002)의 

연구에서는 사위들이 장모와의 잦은 접촉상태에 놓이

는 경우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 예전에 며느리들이 시

어머니에 대하여 느꼈던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서 ‘장모님의 잔소리가 제일 싫다’라고 응답하 다. 또

한 ‘한국남성의 전화’에 의하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

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양능력 부족에 대한 장모

의 박대, 아들 같은 사위를 요구하는 장모의 높아진 

기대수준, 무조건 딸 편만 드는 장모의 태도, 부부사이

의 지나친 개입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하 으며, 가정법

률상담소에서는 장모-사위 갈등의 원인으로 장모의 심

한 간섭, 의존적 아내, 가부장적인 남편의 의식 등을 

지적하 다(“신 고부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려하는 현대

남성들!”, 2010).

2) 대처방법의 개념 및 유형

스트레스 과정은 연속적이다. 즉 먼저 사건이 일어나

고, 이것이 개인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은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과 관련되는가를 

지각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

낄 것일까를 결정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Berko et 
al., 1997). Pearlin et al.(1990)은 대처란 스트레스 상황

에 있는 개인 자신의 적응을 위하여 행하는 행동과 실행

이라고 하면서, 대처에는 1)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에 

대한 관리 2) 증상을 감소시키는 상황의 의미에 대한 관

리 3) 그 상황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증상의 관리 등 세 

측면이 포함된다고 하 다. 그 결과 동일한 환경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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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훨씬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처방법 유형에는 효과적인 대처방법과 비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있다(Berko et al., 1997). 여기서 비효과적인 

대처방법이란 개인이나 대인관계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

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Berg-Cross(1999) 역시 대처

유형에는 적응적․부적응적 대처유형이 있다고 하 다. 
적응적 대처유형은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접근하

고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

는 반면, 부적응적 대처유형은 보통 감정에 초점을 두는 

행동들 즉 적대적인 대항, 감정폭발, 또는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것 등으로 접근한다. 
학자들이 분류한 대처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Folkman과 Lazarus(1985)는 성격 또는 기질적인 특성에 

의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의 효

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대처행

동을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 다. 이와 유사하게 Kramer(1993)는 대처방법을 

문제중심적․인지중심적․정서중심적 등 3유형으로 구

분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Cho et al.(1996)는 노부모와 

기혼자녀 양 세대 간에 사용하는 대처행동이 다르게 나

타난다고 밝혔다. 즉 6유형의 갈등 대처행동에서 도움찾

기 행동을 제외한 몰두 및 몰입행동, 기분전환행동, 억제 

및 회피행동, 분출행동, 조정행동의 5 가지의 대처행동은 

노부모 세대에 비해 기혼자녀가 높게 나타나 기혼자녀 

세대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갈등 대처행동들을 찾고 실행

해 봄으로써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고 하 다. Park과 Yi(2003)의 연구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용하는 대

처로는 회피억압,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직접표현, 호소 

등 5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적극적 이해를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직접표현 방법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대처방법과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따른 스트레스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우선 Anderson과  Sabatelli(1999)는 문제지향적 대

처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 수

준이 높다고 보고하 으며, Ben-Zur(2005)도 정서중심적 

대처를 한 성인들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던 반

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한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낮았다고 하 다. 또한 Lee(1990)은 호소나 회피 등의 대

처방법은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니

며, 스트레스 상황을 재분석하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Park과 

Yi(2003)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며느리의 대처

방법 5유형 모두가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억압회피가 가장 큰 

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적극적 이해, 기분전환, 
호소, 직접표현의 순이었다. 따라서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

적절한 대처가 매개가 되어 개인의 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이므로(Park & Park, 2009)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대처방법의 사

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관계의 질

1) 관계의 질 개념

현대사회에서 세대 간의 유대관계가 기본적으로 “자

발적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세대관계의 질적인 면, 특
히 정의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
구의 세대관계의 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거리를 둔 

친밀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잦은 접촉을 통해 

빈번한 상호작용을 가지되 상호관계는 독립적인 호혜성

을 기초에 둠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세대관계의 

질은 주로 부양과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향을 받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족의 양계화 현상과 함께 

세대 간의 호혜적 상호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서구의 세대

관계를 닮아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점차로 세대관계

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세대관계에서의 질적 유대관계는 

구성요소에 따라 다차원에서 개념화되기도 하고 단일차

원에서 개념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Quinn(1983), 
Quinn과 Keller(1983)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부모자

녀간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단일차원에서 

개념화하 다. 다차원적으로 세대관계의 질을 개념화한 

Bengtson(1975)은 상호간의 이해, 신뢰감, 공평함, 존경

심, 애정의 5가지 차원을 지적하 다. 중요한 것은 세대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질과 부정적 질(예: 
분노, 요구, 비판; Antonucci, 2001)을 모두 갖지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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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ntact Frequency between Sons-in-Law and Mothers-in-Law 
 N=300

                        Contact   f    %

Meeting

Less than 1-2 times/ 1 year  36 12.0

1-2 times/ 6 months  70 23.3

1-2 times/ 1 month 123 41.0

More than 1-2 times/ 1 week  71 23.7 

Calling & E-Mailing
      

Less than 1-2 times/ 1 year  51 17.0

   1-2 times/ 6 months  30 10.0

  1-2 times/ 3 months  55 18.3

   1-2 times/ 1 month  98 32.7

More than 1-2 times/ 1 week  66 22.0

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보다 격렬하고, 덜 자주 발생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인 측

면보다 안녕과 복지와 더욱 높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Newsom et al., 2003; Rook et al., 2004).   

2) 스트레스와 관계의 질

관계적 측면에서, 갈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관계

의 성장을 가져다준다면, 그 갈등은 기능적이며, 관계의 

응집성이 위협받는다면 그 갈등은 역기능적이다.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

을 받게 된다면 그 갈등은 기능적이며, 개인에게 어리석

고, 부적절하고, 비참하다는 느낌을 남긴다면 그 갈등은 

역기능적이다(Berko et al., 1997).
김선 (2002)의 연구에서 사위들은 장모를 친족관계 

중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두 번째 사람으로 꼽았다. 중
요한 것은 세대 간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

보다 부양자녀의 부양부담(Strawbridge & Wallhagen, 
1991)에 더 깊게 관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

인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되 노부모와 기혼자녀 세대 간에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에서 경험되는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대처방법의 경우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

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Anderson & Sabatelli, 1999; Kim, 
1993; Lee, 1990)에서 그 결과가 일치되고 있다. 예를 들

어, Lee(1990)의 연구에서 고부갈등이 증가한 집단과 감

소한 집단 간에는 사용하는 대처행동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결혼 초기에 비해 고부갈등

이 감소한 집단은 증가한 집단에 비해 친구에 호소, 회피 

등의 대처방법을 적게 쓰는 반면, 재분석의 대처방법은 

보다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49세의 사위 300명이다. 본 연구

의 주목적은 사위의 측면에서 장모님과의 제 관계를 고

찰하는 것이므로,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장모가 생

존해 있는 사위로 한정하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0대가 

33.3%, 30대가 40.0%, 40대가 26.7%로 분포되어 비교적 

젊은 사위로 구성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상(65.3%)이, 사위위치로는 맏사위(40.7%)가 가장 많았

다. 사위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은 5년 미만이 36.7%, 5-9
년 31%, 10-14년 17.7%, 15년 이상이 14.7% 으며, 거

의 대부분(97.3%)이 장모와 따로 거주하 다. 장인․장

모가 동거하는 경우는 71.7%, 비동거(사별, 이혼,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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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easurement

Variable N. of Items  Likert Scale Cronbach’s α

   Stress
   Types

  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3 1 - 4 .843

  Interference in daily life 3 1 - 4 .832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2 1 - 4 .805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2 1 - 4 .752

  Excessive demand 2 1 - 4 .740

  Differences in lifestyle 2 1 - 4 .685

  Uncomfortable interaction 2 1 - 4 .667

              Total stress 16 1 - 4 .934

   Coping
   Styles 

  Avoidance 4 1 - 5 .820

  Cognitive understanding 5 1 - 5 .789

  Direct behavior 3 1 - 5 .774

  Indirect behavior 3 1 - 5 .601

   Relationship Quality 4 1 - 5 .820

하는 경우는 28.3%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적 측면에서 장모님과의 ‘만남빈도’는 1개월 

1-2회 만나는 경우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연락빈도’는 1개월에 1-2회 연락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2.7%를 나타내어 예상과는 다르게 ‘만남빈

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본 연구의 절차는 우선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도

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

사를 실시하 다. 예비조사는 20-40대의 사위 50명을 대

상으로 약 보름간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연구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밀 코리아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 경
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를 대상으로 약 

보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1)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스트레스를 ‘장모와의 상호

작용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내적 반응’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척

도는 일차적으로 ⅰ) 세대 간의 스트레스를 고찰한 선행

연구(Kim, 1995; Woo, 2003), ⅱ) 사위를 대상으로 한 

장모와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방형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ⅲ) 각종 메스미디어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스트레스 

내용을 구성하 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6개 문항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 다<Table 2 
참조>, <Table 3 참조>.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

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다. 

2) 대처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이란 “장모

와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대처방법 측정도구는 관련문헌(Im, 2004; 
Pines & Arouson, 1988) 및 사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

방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처방법 내용을 구성하

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15
개 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 다<Table 2 참조>, 
<Table 4 참조>.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

성되어있다.

3) 관계의 질

장모-사위간의 관계의 질의 척도는 관련문헌(Hawkley 
et al., 2008; Park & Yi, 2003)에서 사용한 관계만족도 

척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 다. 구체적으로 총 문항 수

는 4개로 평소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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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Factor Analysis of Stress Type Perceived by Sons-in-Law

                 Stress Type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   M(SD) 

Factor 1 Despising poor ability and condition 2.40     15.00 15.00 1.80(.71)

Factor 2 Interference in daily life 2.18     13.62 28.62 1.98(.74)

Factor 3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1.82     11.42 40.04 2.13(.83)

Factor 4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1.68     10.53 50.58 1.80(.75)

Factor 5 Uncomfortable interaction 1.67     10.45 61.03 2.64(.72)

Factor 6 Excessive demand 1.58      9.89 70.92 1.99(.77)

Factor 7 Differences in lifestyle 1.46      9.14 80.06 1.67(.70)

및 결속정도를 평가하는 긍정적 문항 3개(전반적으로 

“장모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장모님과 서로 의지

한다”, “장모님과 서로 가깝고 친밀하다”)와 부정적 문항 

1개(“장모님과 거리감이 있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의 5개 응답범주로 되어있다.

4) 접촉빈도

장모-사위간의 접촉빈도는 ‘만남빈도’와 ‘연락빈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만남빈도’는 4개 범주(1년에 1-2
번 이하～1주일에 1-2번 이하)로 측정하 으며, ‘연락빈

도’는 5개 범주(1년에 1-2번 이하～1주일에 1-2번 이하)
로 측정하 다. 자료분석 시에는 만남빈도는 2개 범주로, 
연락빈도는 3개 범주로 재 범주화하 다.

이상,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4. 분석방법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계의 질의 전

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다. 스트레스 유형 및 대처방법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스트레스 및 관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시행하 다. 다중회귀분석의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와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Durbin-Watson검증을 실시

하 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의 유형 및 정도

1) 스트레스의 유형 및 정도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16개 문항에서 ‘능력·조건비

하’(다른 사람에게 내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신다․나의 

경제적 무능함을 은근히 탓하실 때가 있다․당신 딸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일상생활간섭’(일상에

서 내 생각과 많이 달라 부딪힐 때가 있다․내 아내에 

대해 필요이상 간섭하실 때가 있다․가정사에 필요이상 

향력을 행사하실 때가 있다), ‘사위차별대우’(사위고생

보다 딸 고생하는 것만 안타까워하신다․아내와 다툼 시 

일방적으로 딸 편만 드실 때가있다), ‘아내차별대우’(아
내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셔서 속상하다․다른 형제

들에 비해 내 아내를 차별하신다), ‘불편한 상호작용’(장
모님을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을 때가 있다․나를 보

면 장모님은 어려워하신다), ‘과도한 요구’(우리에게 경

제적 도움을 많이 원하셔서 부담스럽다․장모님은 선물

이나 용돈 등을 과하게 요구하신다), ‘생활양식차이’(장
모가 해주신 음식, 옷등 생활양식이 맞지 않는다․장모

님 행동이나 생활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7개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3>.
먼저,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의 전반적 경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이 1.99점(4
점 만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

형별로 볼 때, ‘불편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평
균 2.64점)를 가장 높게 지각하 으며, 그 다음이 ‘사위

차별대우’(평균 2.13점), ‘생활양식차이’(평균 1.99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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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Coping Styles Perceived by Sons-in-Law

 

               Coping Styles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    M(SD)

Factor 1  Cognitive understanding  2.80     18.67 18.67 3.53(.67)

Factor 2  Avoidance 2.76     18.39 37.07 2.62(.91)

Factor 3  Direct behavior 2.46     16.45 53.53 2.96(.87)

Factor 4  Indirect behavior  1.66     11.09 64.63 3.13(.78)

<Table 5> Intercorrelations among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 Qualit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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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pising poor ability& condition -

 2. Interference in daily  life .69**    -

 3.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65** .67**    -

 4.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65** .64** .58**    - 

 5. Uncomfortable interaction .32** .40** .41** .45**    -

 6. Differences in lifestyle .57** .62** .57** .63** .45**    -

 7. Excessive demand .64** .59** .55** .61** .30** .55**    -

 8. Cognitive understanding -.21** -.26** -.22** -.21** -.15** -.13* -.19**    -

 9. Avoidance .45** .47** .44** .51** .38** .47** .46** -.22**    -

10. Direct behavior -.16** -.19** -.19** -.18** -.37** -.13* -.08 .53** -.38**    -

11. Indirect behavior -.09 -.08 -.02 -.11 -.17** -.04 .01 .44** -.14* .47**    -

12. Relationship quality -.36** -.35** -.43** -.43** -.57** -.44** -.34** .43** -.62** .61** .39**    -

* p < .05    ** p < .01  

순이었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균 1.67점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처방법 유형 및 정도

장모-사위 관계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위의 대처

방법 유형은 요인분석을 통해 총15개의 문항의 ‘인지적 

이해 대처’(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장모님 입장과 그 세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내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한다․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상황을 개선

하려고 노력한다), ‘회피적 대처’(무대응으로 일관한다․

가급적 장모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방문, 전화 

횟수를 줄여서 장모님과 거리감을 둔다․표현하지 않고 

대부분 참는다), ‘직접적 행동 대처’(장모님께 이벤트, 식
사대접등 적극적 변화를 시도한다․장모님과 직접 대화

를 나누어 해결한다․평소보다 장모님과 상호작용할 기

회를 늘린다), ‘간접적 행동 대처’(아내를 통해 간접적으

로 내 의사가 전달되게 한다․처제나 처남 등 다른 가족

들과 얘기해 본다․아내와 의논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

려고 노력한다)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Table 4>. 
사위들은 대처방법가운데 ‘인지적 이해대처’(평균 

3.53점)를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 그 다음 간접적 행동

대처(3.13점), 직접적 행동대처(2.96점), 회피적 대처

(2.62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사위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대처방법보

다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본 연구는 회귀분석에 앞서 대처방법, 스트레스, 관계

의 질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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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Perceived by Sons-in-Law

Independent       
Variables

Despising  
poor ability 
 &condition 

Interference 
in daily life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Uncomfortabl
e  interaction

Differences  
in lifestyle

Excessive  
demand 

Total
stress

β   βℬ   βℬ   βℬ   βℬ   βℬ β β

Age  .009 -.008  .082 -.058 -.018  .045 -.035  .012

Education 1a -.063 -.039 -.037 -.036  .120  .078 -.081 -.022

Education 2b -.024 -.041 -.034 -.032  .083  .016 -.099 -.028

Monthly Income 1c  .014  .047  .087  .126  .121  .120  .050  .089

Monthly Income 2d -.058  .080  .056  .048  .019  .186*  .086  .082

Son-in-law's Position 1e  .030  .027  .051  .095  .002  .036  .005  .042

Son-in-law's Position 2f -.037 -.001  .005  .025 -.039 -.006 -.018 -.019

Meetingg -.014  .015  .043  -.130* -.091  .011 -.087 -.029

Calling & E-Mailing 1h  .024  .060  .045  .017 -.035 -.107 -.023  .018

Calling & E-Mailing 2i -.024  .053 -.068 -.046 -.103 -.107 -.069 -.051

Cognitive understanding   -.175**   -.219***   -.161*   -.146*  .086    -.073   -.211**    -.174**

Avoidance    .449***     .460***    .412***    .493***     .258***     .464***    .469***     547***

Direct behavior  .122  .058  .062  .129    -.249***  .123    .219**  .086

Indirect behavior -.007  .038  .030 -.025 -.036  .015  .088  .021

        Constant 3.853 4.569 2.102 2.531 4.881  .952 2.049 20.559

           R2  .236  .256  .235  .313  .246  .264  .276  .364

      Adjusted R2  .199  .219  .198  .279  .208  .228  .240  .333

F   6.298***   7.001***  6.264*** 9.263*** 6.624***   7.316***  7.750***  11.673***

Notes 1: Son-in-law's position is determined by his wife' age.
Notes 2: The following variables i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a:1=Community collage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b:1=University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c:1=￦2-4million(0=less than 
￦2million), d:1=more than ￦4million((0=less than ￦2million), e:1=middle․youngest(0=eldest), f:1=only(0=oldest), g:1=more than 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6 months), h:1=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3 months),   i:1= more than 1-2 times/1 week(0=less than 
1-2 times/3 months).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장모-사위의 총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독립적인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배경변인과 대처방

법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6>. 
그 결과, 회피적 대처(β=.547)와 인지적 이해대처(β=-.174)
가 총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의 설명력은 33.3%이었다. 즉 회피적대처를 많이 사용

할수록, 인지적 이해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음, 스트레스 하위 역별로 

관련변인들의 독립적인 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반

적으로 각 스트레스 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향

력을 갖는 변인은 ‘회피형 대처’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지적 이해대처’와 ‘직접적 행동대처’ 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

록 불안증과 우울증이 높아지고 긍정적 사고대처를 많이 

할수록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Kim(1995)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며, 고부관계에서 며느리의 적극적 이해 대처방법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Park과 Yi(2003)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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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Relationship Quality Perceived by Sons-in-Law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Bachground
  Variable

Age   -.011  -.020    .037   .070    .047   .088*

Education 1a    .110   .013   -.267  -.031    .103 .012
Education 2b    .090   .013    .094   .013    .274 .038
Monthly Income 1c    .443   .065    .032   .005    .364 .053
Monthly Income 2d    .125   .016   -.087  -.011    .307 .040
Son-in-law's Position 1e    .191   .028   -.028  -.004    .011 .002
Son-in-law's Position 2f    .500   .046    .515   .047    .414 .038
Meetingg   1.631   .229***   1.063    .149***    .993   .139***

Calling & E-Mailing 1h   1.635   .225***    .275 .038    .175 .024
Calling & E-Mailing 2i   3.157   .384***   1.149     .140**    .689 .084

  Copying
   Types

Cognitive understanding    .103    .102*    .129   .127**

Avoidance   -.392   -.418***   -.297  -.316***

Direct behavior    .340    .261***    .281   .216***

Indirect behavior    .189    .129**    .179   .122**

   Stress
   Styles

Despising poor ability & condition    .021 .013
Interference in daily life    .216   .140*

Son-in-law's discriminated treatment   -.287   -.141**

Wife's discriminated treatment    .082 .036
Uncomfortable interaction   -.550  -.233***

Differences in lifestyle   -.360   -.163**

Excessive demand    .016  .007
                   Constant 10.026 7.578  9.905
                      R2   .258  .614   .695
                 Adjusted R2   .232  .595   .672
                   △ R2  .363   .077
                      F  10.038*** 32.374***   30.216***

Notes 1: Son-in-law's position is determined by his wife' age.
Notes 2: The following variables is treated as a dummy variable.
 a:1=Community collage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b:1=University graduate(0=High school graduate), c:1=￦2-4million(0=less than ￦2million), 

d:1=more than ￦4million((0=less than ￦2million), e:1=middle․youngest(0=eldest), f:1=only(0=oldest), g:1=more than 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6 months), h:1=1-2 times/1 month(0=less than 1-2 times/3 months),   i:1= more than 1-2 times/1 week(0=less than 1-2 times/3 months).  

* p < .05    ** p < .01   *** p < .001 

극적인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Lee(2002)의 연구와도 부분적으

로 일치하며, 회피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적극적 대처의 사

용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로운 향으로부

터 개인을 보호해준다고 한 Holahan와 Moos(1991)의 결과

를 지지한다.  

3.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사위 관계의 질

1)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전반적 경향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계의 질은 5점 만점에 평

균 3.11점으로 ‘그저 그렇다’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부관계를 고찰한 Paeng(2010)의 

연구에서 고부관계의 질이 5점 만점에 3.47점으로 나타

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사위들의 장모에 대한 질적 관

계가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질적 관계보다 다소 떨

어지는 경향임을 엿볼 수 있다.   

2) 장모-사위 관계의 질의 결정요인

<Table 7>을 통해 장모와의 관계의 질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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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모델1에

서 배경변인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관
계의 질에 향을 미친 변인은 연락빈도2(β=.384), 만남

빈도1(β=.229), 연락빈도1(β=.225)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2%로 밝혀졌다. 모델 2에서는 배경

변인과 대처방법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데 회피적 대처(β
=-.418)의 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직접적 행동

대 처(β=.261), 만남빈도1(β=.149), 연락빈도2(β=.140), 
간접적 행동대처(β=.129), 인지적 이해대처(β=.102)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6개 변인의 설명력은 59.5% 다. 
모델 2에서 대처방법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설명량이  

36.3% 증가하 다.  
최종적인 모델 3에서는 배경변인과 대처방법, 스트레스

유형 변인을 독립변수로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가장 향력이 큰 변

인은 회피적 대처(β=.-31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향력이 

큰 변수는 불편한 상호작용(β=-.233), 직접적 행동대처(β
=.216), 생활양식차이(β=-.163), 사위차별대우(β=-.141), 일
상생활간섭(β=.140), 만남빈도(β=.139), 인지적 이해대처(β
=.127), 간접적 행동대처(β=.122), 연령(β=.088)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변인의 총설명량은 67.2%로 나타났으

며, 모델 3에서 스트레스유형을 첨가함으로서 설명량이 

7.7% 증가하 다. 따라서, 사위들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회

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불편한 상호작용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직접적 행동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

양식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사위차별대우

를 적게 받을수록, 일상생활간섭을 많이 받을수록, 장모

와의 만남빈도를 1개월에 1-2번 이상 자주 가질 때, 인지

적 이해로 스트레스를 대처할수록, 간접적 행동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장모와의 관

계를 더욱 좋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장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관계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고부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피적 대처

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Park과 

Yi(2003), Lee(1990), Holahan과 Moos(1991)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장모사위가 서로 간 방문횟수가 많

을수록, 안부 차 방문할수록, 전화통화를 자주할수록 애

착, 의무감, 생활교류가 높고 갈등이 낮다는 Park(1993)
의 연구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모-사위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

스,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 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모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위가 사용하는 대

처방법 유형은‘인지적 이해대처’, ‘회피적 대처’, ‘직접적 

행동대처’, ‘간접적 행동대처’의 4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 4유형 가운데 사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법

은 ‘인지적 이해대처’이었으며, 그 다음은 ‘간접적 행동

대처’, ‘직접적 행동대처’, ‘회피적 대처’의 순이었으며, 
대체로 부정적인 대처방법보다는 긍적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었다.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

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은 ‘능력조건비하’, ‘일상생활

간섭’, ‘사위차별대우’, ‘아내차별대우’, ‘불편한 상호작

용’, ‘생활양식차이’, ‘과도한 요구’ 등 7개 유형으로 도

출되었으며, 사위가 지각하는 총 스트레스는 그다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별로는 ‘불편한 상호

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과도한 요구’에
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 장모-사위의 총 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회피적 대처와 인지적 이해대처의 2개 변수 으며, 하
위 역별 스트레스에서도 각 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중

요한 향력을 갖는 변인은 ‘회피형 대처’ 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지적 이해대처’와 ‘직접적 행동대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

계의 질은 ‘그저 그렇다’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

모-사위 관계의 질에 가장 결정적으로 향력이 큰 변인

은 회피적 대처이었으며, 그 다음이 불편한 상호작용, 직
접적 행동대처, 생활양식차이, 사위차별대우, 일상생활간

섭, 만남빈도, 인지적 이해대처, 간접적 행동대처, 연령의 

순이었다.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장모-사위 관계의 질은 장모로 인해 

사위가 받는 스트레스 양 그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

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대처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으로 밝혀졌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 듯이,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대처한다면 보다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크기보다는 어떤 대처방법이 더욱 

효율적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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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제 장모-사위 관계는 더 이상 사위가 대접받는 

위치만을 고수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위를 백년손님으로 일컬으면

서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관계로 인식하여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장모·사위 

양 세대 모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

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회피적 대처’ 방법은 본 연구에

서 고찰된 스트레스 대처방법 4유형 가운데 장모와의 관

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머지 대처방법 3유형이 모두 긍정적인 

방법임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

처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모-사위 관계에는 더

욱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회피적 대처’ 방법은 대부분 

자신의 욕구도 상대방의 욕구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건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회피전략은 단기간동안은 문제회피가 가능하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미해결된 채 

남게 되므로 반복해서 계속 직면해야만 된다(Park & Yi, 
2003). 또한 ‘회피적 대처’ 방법은 본 연구에서 사위가 

겪는 총 스트레스 및 하위스트레스 정도에도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위들이 ‘회피적 대

처’ 방법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이것은 

관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요

즈음 장모들은 사위들을 대접해야 할 손님이 아닌 ‘아들 

같은 사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좀 더 친밀하고 애정적

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위 역시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처럼 

단순히 거리를 두거나 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긍정적 대처방법 3유형 중에서는 ‘간접적 행동

대처’, ‘인지적 이해대처’보다는 ‘직접적 행동대처’ 방법

이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더욱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장모님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늘리거나 

직접대화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이 아내나 다른 처가 가족들을 통해 해결하거나 또는 스

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장

모관계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 다. 따라서 사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직접 

표출하고 행동함으로써 스트레스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상호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 생

각된다.  
넷째, 본 연구대상자인 사위들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불편한 상호작용’을 꼽았

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편한 상호작용’이 고찰된 7개 

스트레스 유형가운데 장모와의 관계의 질을 가장 약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사위들은 장모가 

사위를 어렵고 불편하게 여기고 상호작용 시에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식으로 대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

이 받으며, 이것이 장모와의 질적 관계를 낮게 평가하도

록 이끈다. 본 연구에서 적어도 1개월에 1-2번 장모와 만

나거나 1주에 1-2번 정도 연락을 취하는 사위들이 그렇

지 못한 사위들보다 스트레스는 적게 느끼고, 장모와의 

관계는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

침한다. 간혹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갈등을 초래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잦

은 만남 속에 장모-사위 서로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서로

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관계를 조율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므로 ‘불편한 상호작용’은 줄어들 것이므로 관

계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예상과는 달리 스트레스 유형 중 ‘일상생활간

섭’은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장모로부터 받는 필요이상의 생활간섭이나 

향력 행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측컨대, 이는 장

모의 지나친 참여에서 오는 피곤함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도 하나 그 보다는 장모의 이러한 행동을 자신과 아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받아들이는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장모-사위 간의 빈번한 상호작용

은 일상생활의 참여 내지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주 접촉함으로써 상호간의 ‘불편한 상호작용’은 줄어

들고 이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여섯째, 스트레스 유형 중 ‘생활양식차이’가 관계의 질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이는 장

모님의 도움과 관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재조정과 이해를 위해 의사소통을 하

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부관계에서 며느리가 

시댁의 가풍이나 생활양식 등에 주의를 기울여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사위들도 처가의 가풍이나 생활양식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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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결과 집단별 비교에서는 20대의 사위

들은 40대의 사위들에 비해 장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스트

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있으며,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40
대의 사위들에 비해 ‘인지적 이해대처’는 더 많이 사용하

고 ‘회피적 대처’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사

회인구학적 변인 중 사위의 연령은 장모와의 관계의 질

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으로, 연령이 높은 사위일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나

이가 많아질수록 관계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상호 

적응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겠으나, 추후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검

토가 요망된다.
여덟째,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모관계에서 사

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은 장모와의 질적 관

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세대 간의 스트레스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반대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세대 간

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갈등이 존재한다

는 자체를 엄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현

명한 대처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를 실행해야만 한

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람들이 건강한 관

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

사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장모의 연령을 고려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상 연구

대상을 20대～40대까지 한정하 으므로 연구대상의 제

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장모-사위의 질적 관계를 

처음으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스트레스 유형’, ‘대처방법 유형’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고 명료화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본 연구는 사위의 입장에서 장모와의 관계를 고찰하

으나 추후 장모 측면에서 사위와의 관계를 파악할 필

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딸(아내)의 향력도 포함시켜 

비교분석 한다면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

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장모-사위관계의 후속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장모-사위관계, 스트레스, 대처방법, 관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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