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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for social work practice to 
enhance the happiness of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resources (formal and informal support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life married couples. Subject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ive sampling among married men and women aged between 40 
and 59 and living in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The study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family stress was 3.06 points (SD=.56),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of 3 points. Of all subscales of family stress, the subjects 
experienced the most stress from family relationships, followed by financial problems, 
health and loss of families,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In regard to social support 
resources, the mean value of all social support resources categories was greater than 
the median. Among the subscales, informal support (family support and support from 
other people) was found to be higher than formal support. The level of marital 

 * 이 논문은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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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e median, and the score was 3.21 points (SD=.78). 
Second, in order to explore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were analyzed by grouping 
subjects who scored high, middle, and low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marit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that 
experienced less family stress (F=6.25, p<.01). With respect to soci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roup that received high social 
support (F=29.68, p<.001).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subjective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 stress, economic stress, and family suppor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higher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the lower the family 
relationship stress and economic stress levels,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In addition, the greater the family support,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underscore the need to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and to distribut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family support resources. For example,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s are currently performed, including “Family School for Middle-Aged Baby 
Boomers” and others as part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Work regarding the 
promotion of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In addition, continuing effort 
is warranted to include content on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resources,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promoting service accessibility. 

Key Words : 중년기 기혼남녀(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가족스트레스 
(family life stress), 사회적 지지 자원(social support resources), 결혼생
활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오늘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은 결혼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획

득, 자녀출산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

덕률과 사회규범을 강조했던 바에 비하여 현대사

회에서의 결혼은 배우자간의 애정, 동료애, 자아

성장 등 배우자간의 적응과 정서적 만족을 추구

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적 

결혼에서 정서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시 되는 것

과 함께 중년기는 생애 발달주기적으로 자녀양육

과 노부모부양 등의 부담과 가족 및 사회관계로 

부터 오는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가 매우 큰 시

기이기도 하다. 중년기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기

개발연구원 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237조원으

로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차

지하였다. 노인부양 부담의 경우 201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9.9%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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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 노인 빈곤율은 

제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노화로 인해 노인은 신

체적 능력이 크게 감퇴 및 저하되면서 건강에 대

한 욕구도 점차 증가해 성인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년기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직업적 성취도와 생산성은 최

고조에 이르지만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직업적 

전환에 대해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남녀는 노부모부양의 역할

과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부담 

및 직업의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결혼생활의 질적 경험을 크게 위

협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년세대의 이혼율

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이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이혼의 추세 

중 중년층 나이의 부부들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한 부부는 각자의 개

성을 지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

문에 정서적 교류의 방식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

정, 행동과 태도에서 다양하고 실제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부부는 사랑이외의 

다른 사회적ㆍ심리적 요인들이 결혼생활의 행복

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혼생활의 만족은 가족기능의 한 측면에 영

향을 미치고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일차적 요소이

다. 이에,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생활을 영위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결혼생활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신현주ㆍ

전귀연, 2008). 즉 중년기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향

후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개

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가족복지의 실천적 측면

에서 핵심과제이다. 

이와 같이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년층의 

다양한 특성과 그로 인한 위기를 고려해 볼 때 

그동안의 결혼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는 부부간 상

호작용 특성 및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

향요인을 편향적으로 살펴본 경향이 있다. 결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와의 

의사소통과 성만족도, 가사분담과 같은 배우자의 

상호작용 특성(조혜선, 2003; 김미령, 2009), 부부

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배우자간의 갈등대처 

방식(박성호, 2001; 고재홍ㆍ박영화, 2005)과 원

가족과의 상호작용(황종귀, 2009; 조성희ㆍ박소

영, 2010)등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두어 연구

되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결혼만족은 개인

이 삶 전체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

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Glenn & Weaver, 

1981)으로, 부부의 결혼내적체계와 외적체계 내

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adbury et al., 2000). 즉 중년기 부부

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부부의 상

호작용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적 자원들 즉,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를 해 주거나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같은 전문가적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 자원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등 타인과의 관계와 전문가적 개입을 통해서 제

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원 중의 하나

이다(박윤숙ㆍ윤인진, 2007).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개인의 일상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해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

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한명숙, 2001). 그 

외에도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결혼관계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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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내적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선, 2008). 사회적 지지와 결혼생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 자원 

중 특히 배우자 지지 자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지지 자원의 유용성을 규명하였다. 

즉,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당한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가 낮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최애선, 2001). 

또한 배우자 지지는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에 

적절하게 대처하게하고 결혼생활만족감을 증진시

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순정, 2008). 결혼생활

에서 배우자와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결핍

될 경우 부부는 생활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게 

되고(김리진ㆍ윤종희, 2000; 문혁준, 2004), 결혼

생활만족도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예측케 

한다. 정옥희(2011)는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지지 자원의 특성을 확인

하는 것은 기혼부부들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학문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현대가

족은 가족 및 결혼생활의 문제를 가족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의 개입 등의 

공식적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족의 안녕

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활발하게 전

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가족문제의 예방과 가족문제의 해결 치

료를 위한 교육과 상담 및 치료 개입을 통해 결

혼생활의 증진을 돕는 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자원의 어

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해 보고자하며 선

행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자원 중 가족 지지 자원

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제한 점을 고려해서 비

공식적 가족지지 자원 뿐만 아니라 공식적 사회

적 지지 자원이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을 증진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의 관계를 규명하자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원을 공식적 지지 자원인 

전문가 집단의 도움 제공에 대한 인식과 비공식

적지지 자원인 가족, 친척 및 이웃의 도움 제공 

등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가 사회적 차원 및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중년기 개념 및 발달적 특성

1) 중년기의 경험 

‘중년’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처음 등재된 것이 

1895년이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확립된 1920년까지는 ‘중년의 르네상

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년의 생애 주기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두했다(한겨례신문, 

2014.4.7). 중년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최초

로 발달시킨 Jung은 중년기를 40세 전후를 행동

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정적 전환기로 

보고 중년기성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학문적으

로 제시하였다(김명자, 1989). 중년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Staudinger 

와 Bluck(2001)은 중년기를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생애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중년전기(early-midlife:40-49

세)와 중년후기(late-midlife:50-60세)로 구분하였

다(강정희ㆍ설연욱, 2012). 김재은(1983)은 40-60

세, 김남순(1986)과 김명자(1989)은 40-59세를 각

각 중년기로 제시하였다. Borland(1978)은 가족생

활주기를 기준으로 연령과는 상관없이 막내자녀

의 독립으로부터 은퇴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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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수기, 빈둥지시기, 탈부모기 등으로 언급하

였다(황인성, 1998). 이상의 중년기 개념적 정의

를 토대로 본 연구는 많은 학자들인 공통적으로 

분류한 40〜59세를 중년기로 규정하여 살펴보겠다.

  

2) 중년기의 발달적 특징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

치한 세대로,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

ㆍ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본질적 

자아성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절

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

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

다. 또한 중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애주기

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이며, 중년기는 

결혼과 직업을 통하여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삶의 의미

와 가치를 재평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하였다(김유정, 2009). 이 

밖에 중년기의 주요발달 과업으로는 성숙된 성인

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확고한 인격을 정립하고 

생의 목표와 가치관 등을 확립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젊음과 노

화를 통합하면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

아야 한다고 보았다(이영주, 2010). Erickson(1994)

은 중년기를 자신과 타인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

하고 타인의 욕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이 단계에서 건강

한 성인이 달성해야 할 발달 과업을 생산성

(generativity)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이란 자녀 양

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나 생산

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

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직업 영역에 있어서도 능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투입시키며,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질 때 생산적 시기를 보

내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 침체되기 쉬우며, 다

음 단계인 노년기에서 성공적 노년생활을 영위하

는 데에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년

기 발달과업의 특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시

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중년기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및 중년기 가족스트

레스 

1)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가족스트레스의 개념은 스트레스의 정의를 통

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

어의 ‘Stringer’에서 유래된 말로, ‘팽팽하게 죄다’ 

또는 ‘단단하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으로 14세기

에 이르러 stress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양병환, 1999). 

그 동안의 스트레스에 관한 여러 정의를 종합

해 보면 크게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는 관점과 

반응으로 보는 반응관점 그리고 상호역동적인 작

용으로 보는 상호작용 관점으로 구분한다(최형성, 

2002). 첫째, 자극으로 보는 관점은 스트레스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

양한 자극을 포함하는 입장이다. Folkman과 

Lazarus(1984)는 실패 또는 실패에 대한 위협의 

환경에서 오는 불유쾌한 대상들, 고립감, 죽음의 

경험, 사회 변화 등을 스트레스 자극으로 보았다. 

둘째, 반응접근은 주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

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반응 또는 반응 군을 스

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상호작용적 접근

으로 위 두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스트레스를 개

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는 관계론적 입장이 

대두되었다. 스트레스를 환경과 개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근원을 심리적 

과정에 두며, 환경 내의 자극 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

다. 상호작용적인 관점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스트레스 역동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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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인지-행동적 상담 및 치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우울, 

초조감,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 반응뿐만 아니

라 즐거움, 흥분과 같은 반응까지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을 스트레스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존감과 복지 등을 위

협하는 일종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보호하도록 한다(정현

숙, 1999).

한편,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일

으키는 생활사건 변동과 가족병리와의 관계를 연

구하면서 정신병리 형태나 원인을 환자의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가족상황, 

상호작용 패턴, 사회적 역할, 가족의 가치관, 관

습 등의 역동적 관계 가운데 가족 내의 스트레스

를 이해한다(정민자, 1983). Boss(1988)는 가족스

트레스를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서 혼란을 일으키

는 압력이며, 개인과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과 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이라고 

하였다(강인, 1990).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가족원 중 어느 한 사람

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일지라고 그것은 결국 다른 

가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전체의 문

제가 된다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되

고 있다(전영자, 1992). Hill의 ABC-X모델에서 

가족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유발인자 또는 생활사

건(A), 중재인자 즉 대처기술이자 자원(B), 스트

레스 유발인자에 의해 부과된 요구에 대한 지각

이나 평가(C), 스트레스, 위기, 긴장을 의미하는 

결과(X)라는 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

된다고 하였다(양옥남, 1995). 이 관점은 많은 스

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부부일수록 부정적인 결

혼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스트레스 영

향은 부부의 스트레스 사건에 내리는 정의와 부

부의 자원 수준에 의해 중재 될 수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지혜정, 2003). 

  

2)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는 자녀 돌봄과 부모부

양의 가족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문제, 상실의 문제 등 주로 중년기 발달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연구되었다(김명자, 1991; 신혜

섭, 2006). 김미혜(2006)와 오명자(2007)의 연구에

서는 중년기 여성은 가사노동 문제와 관련된 생

활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길(2001)은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전업주

부의 경우 자녀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의 순으

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기 남성의 경우도 40대 남성의 80%가 정서적 갈

등, 실망감을 포함한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유주연, 1995). 경제적 측면에서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크며 중년기의 경제적 안정감은 중년의 심리, 정

서적 안녕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

출의 부담은 중년기 가족의 개별 가계에게 경제

적 위협을 주며 중년기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

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박주희, 

2014). 박미연(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자

금을 빌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

을 밝혀졌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령기가 끝난 

이후에 노후 준비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조경

진, 201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가

족생활스트레스는 기혼부부의 공통적 특성을 자

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포함한 가족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 및 가족상실 영역으로 구분하

여 가족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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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념 및 유형 

1)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서적 적응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

다(Sarason et.al, 1983).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여러 용

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유형뿐만 아니라 사

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까지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대인관계

로부터 개인이 지각한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정

의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정

서적지지(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평가적지

지, 수용, 긍정적 환류, 긍정적 자기 평가), 정보

적지지(사람들이 스스로 돕도록 돕는 것, 그들이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 도구적지

지(실제적 도움의 교환, 욕구 총족의 효과를 가지

는 실제적 도움)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정의를 보면, 박지원

(1985)은 사회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

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개념차원을 가지고 실

제 상황에서 제공받는 지지 자원의 수준과 사회

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

는 지지 자원의 수준 및 지지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주는 자신의 사회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

감, 신뢰감에 대한 인식 정도로 정의했다. 김연숙

과 김지미(2001)는 인간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키고자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사회적 지지이며 실제적인 사회

적 지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

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사회 심리적 자산, 지

지체제, 관계 제공 등의 여러 형태의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

원을 공식적(formal) 혹은 비공식적(informal) 개

념으로써 나눌 수 있는데 공식적 체계에서의 사

회적 지지 자원은 사회사업가, 상담사, 의료인 등

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를 의미하고, 

비공식적 체계에서의 사회지지 자원은 친척, 친

구, 이웃, 종교적 단체 등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기회를 의미한다(Dunst, Trivette와

Deal, 1988). 사회적 지지를 또한 수혜적(received 

social support)으로 받는 지지와 누군가로부터 사

랑, 동감을 받고 있고 있다는 인식적(perceived) 

지지로 나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

움을 받고 있다는 인지적 지지는 심리학적 안정

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이처럼 사회적지지 자원의 영역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주체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회

적 지지와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로 구분한 

Dunst, Trivette, & Deal(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의료인, 상담가 등의 가족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의 정

도로, 비공식적인 사회지지 자원으로는 가족, 친

구 및 이웃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기회의 정도로 

사회적지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자원과 중년기 적응 관련 

영향 

중년기의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영

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중년기의 심

리․정서적 적응을 주제로 하여 탐구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년기의 심리․정서적 복지와 가

족과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

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Hovey, 2000; Cobb, Davila, & Bradbury, 2001).  전

찬례(2006)는 종교적 영성 참여의 기회를 사회적 

지지의 한 요인으로 보고 동일한 중년기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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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개인들에게 종교적 영성 참여의 기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

다. 이 이외에도 Park, Choo와 Moon(2010)은 중년

기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중년기 성인의 자살생각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나낸다고 보고하였

다. 박봉길과 전석균(2006)은 35세-55세 중년기 남

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절효과로 중년기 

위기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위기감과 상호작용하여 자

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완충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영과 이영희(2010)는 중년성인의 우

울감과 무력감을 사회적 지지의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중년기의 우울과 무력은 사회적 지지와 강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

는 사회적 지지는 중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돕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4. 결혼생활만족도 개념 및 관련 영향 요인들

1) 결혼생활만족도의 개념

결혼 만족도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결혼

만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구분되

는데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

룬 것으로 개인이 결혼에 대한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에서 일치정도로 보는 것

과 또 다른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으로 경

험되어진 반응으로 설명하여 자신의 결혼에 대한 

즐거움․만족․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

는 것이다. 관련하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Spanier(1976)는 결혼만족도란 개인의 욕구가 남

편,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

도를 말하는데 기대와 수행 간에 항상 차이가 존

재하여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도(marital adjustment), 

결혼행복도(marital Happiness), 결혼성공(marital 

succession), 결혼안정성(marital stability),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등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효민, 2010).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결혼생활만족도 관련 영향 요인들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영

향요인으로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

스, 사회적지지 자원과 통제변인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와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이정은과 이영호(2000)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특히 남편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과 전춘애(1996)의 연구

에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결혼생활만족도가 

부적 상관이 있고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양육의 경험은 부부들의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Housekencht과 Macke, 1981; Barnett; Club, et al., 

2006). 미국의 전문직 여성의 결혼생활의 적응을 

연구한 Housekencht & Macke(1981)는 어머니들

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돌봄의 

부담이 클수록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적응이 어렵

고 결국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이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에너지

의 소진과 스트레스는 결혼생활로 전이되어 결혼

생활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한 결과라고 본다. Barnnett(2008)는 가족의 경제

적 여건의 제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고 부부들이 자녀양육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부부들의 결혼생활을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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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lub(2006)은 청

소년기 자녀의 출산으로 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는 

미국의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을 만

족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중년기 여성들의 자

녀 돌봄의 업무가 가중될수록 결혼생활의 만족도

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지현과 김태현(2011)는 중년기의 가족스트레

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받는

다고 사실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밝혔다. 유상미(200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결혼생활의 다양한 국면의 문제해결능력에 지

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결혼생활의 질적 만

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성, 노화 진행으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 등 가족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나 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된

다면 부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자원

우리 사회처럼 집단주의 문화와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사회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회보다 더욱 중요시 된다

(오가실ㆍ박용주ㆍ오경옥ㆍ김정아ㆍ이숙자ㆍ김희

순ㆍ정추자, 1999). 현경자(2004)는 한국인의 행복

을 주로 타인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

험할 수 있는 사랑, 화목, 이해, 신뢰, 만족, 보람, 

희망,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제시하고 가

족 및 배우자, 자녀 등 의미 있는 타인들이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결혼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에 주목한 

연구들을 보면, Cutrona(1996)는 배우자 지지는 결

혼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

였다. Rosen, Meyers와 Hattie(2004)는 배우자의 

충성심과 가치공유 등의 지지자원은 결혼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리진

과 윤종희(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취업여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불안

감을 크게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남편의 지지도는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박신

아(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들이 풍부한 자원을 

직장에서 받는 반면 가정에서는 가사분담에 따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여 가정생활에서 더 갈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희(2015)는 미취학 자

녀를 둔 취업모의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배우자지지 자원

은 취업모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밖에 최연배(2003)는 사

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장온정(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만이 결혼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친구나 이웃, 사회기관의 지지는 영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볼 때 사회적지지 자원은 결혼생활만족도와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적지지 

자원의 내용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고

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3)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경제수준, 교

육수준, 결혼생활주기,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

다. 먼저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2000; 허미화，2004). 교육수준

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최문임(2007)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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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

면 허미화(2004)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현대 부부들의 경우 생애주기적으로 결혼

생활의 만족이 U자형의 커브를 그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urr, 1970; Rollins & Feldmann, 1970). 

즉, 20대에 해당하는 결혼 초기나 50대 이후에 

결혼만족도가 높고, 30〜40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계숙과 그

동료들(2012)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

동기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비해 자녀

와의 관계형성, 부부관계 확립, 가족에서의 역할

분담 및 경제적 여건 확보 등 가족형성 초반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들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인 수준은 결혼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Norton, 1983; 

Larson, Richards & Perry-Jenkins, 1994). 한편 

경제수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홍숙선(2001)은 경제적 수입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 이호신(2000)도 경

제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결혼 만족도에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또한 말레시아 부부

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인구학적 요인을 연구

한 Zainah와 그 동료들(2012)은 가족의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은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영향

력 있는 변인으로 밝혔다.

건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ㆍ이경주,1999).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부부의 가족스

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경

향을 살펴보고 결혼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을 규명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

도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라 결혼생

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2. 측정도구 구성

1) 독립변수

(1) 가족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이 개

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의 71문항을 중년기 가족스트레스로 번

안 사용한 박지현(2009)의 도구를 본 연구 대상

자인 중년 기혼부부에 맞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

의 가족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8

문항, 경제문제 4문항, 건강 및 가족상실감 2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의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 영역은 ‘자녀와의 대화

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줄어서 걱정이 된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괴롭다’, ‘가족 모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자녀의 미

래와 교육에 대해 걱정 된다’, 부모님이나 친척들

이 경조사(결혼, 회갑, 제사 등)가 많아 부담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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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괜히 오해를 받아 힘

들다’, ‘가까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안타

깝다’, 경제영역은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아 

부담스럽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걱정 된다’,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의복, 교통비 등)

이 많아 부담스럽다’, ‘소득이 적어서 가족생활 

유지하기가 힘들다’, 건강 및 가족상실감 영역에

는 ‘가족들이 다치거나 많이 아픈 적이 있어 힘

들다’,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 허탈하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가족스트레스 전체신뢰도는 Cronbach α = 

.75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에서는 가족

생활영역은 Cronbach α = .73, 경제문제영역은

Cronbach α = .72, 상실영역은 .78으로 나타났

다.

(2) 사회적 지지 자원

중년기 기혼남녀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비공식

적지지 자원인 가족지지와 타인의 지지 자원으로 

측정하고 이를 위해 신기영(1991)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정선화(2012)의 1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공식적지지 자원은 장온정(2007)이 사용한 도구

에서 2개의 문항을 본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

하여 2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정서적ㆍ물질적 지원과 정보

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는 지원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

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

기 기혼남녀가 가족 및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

적지지 자원의 활용정도와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

터 받는 공식적지지 자원의 활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 자원의 비공식

적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 자원 7문항과 중요

한 타인의지지 자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개 문항으로 하

여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

용은 가족지지 영역으로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알

고 있고 잘 대해준다’,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간

에 매우 친하게 지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족과 상의 한다’, ‘우리 가족

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모두가 참석한다’, 

타인지지 영역에는 ‘속상할 때 마음 터놓고 이야

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

들로부터 가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

는 사람이 있다’,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시

간이 날 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가 및 취

미생활 등을 함께 한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이 외부의 사회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준다’, ‘주변

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에는 ‘가

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가나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생활

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 줄 전문 상담가나 사

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등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음을 의

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척도의 전

체신뢰도 .87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비공

식적 지지는 Cronbach α = .92, 타인의 지지는 

Cronbach α = .86, 공식적 지지는 Cronbach α 

= .70으로 나타났다.

2)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은 응답자인 중년기 기혼

남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이다. 

3) 종속변수: 결혼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의 결혼생활만족도의 단축척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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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mm, Jurich와 Bollman(1981)이 개발한 Kansas

결혼만족도 척도(KMSS: Kansas Marital Satisfaction)

를 수정하여 제작한 정현숙(1997)의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4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배우자와

의 관계에 대한 만족’, ‘배우자의 역할수행에 대

한 만족’, ‘자녀의 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하다 1점에

서 매우 만족하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

혼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4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9

세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 1일〜30일까지 예비 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

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설문자료

로 263부가 활용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문

항, 질문지 응답시의 반응 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완성하여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와 사전 교육된 조사원

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자 사전훈련에는 조

사의 특성, 목적, 조사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자료수집 절차상의 오

차를 최소화하고 자료수집자간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본 조사대상의 인구사회경제적 특

성으로 성, 연령, 학력,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 주관적 경제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는 <표 1>과 같다. 여성이 54.2% 남성이 45.8%

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53.7세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대졸 25.3%, 전문대졸 21.5%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없음으

로 응답한 비율이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관적 건강상태는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1%, 

변수 문항 신뢰도

독립변수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8 .73

경제문제스트레스 4 .72

건강 및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2 .80

전체스트레스 14 .75

사회적 지지 

자원

비공식적

지지 자원

가족지지 7 .92

중요한 타인지지 6 .87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 .70

전체 사회적 지지 자원 9 .87

종속변수 결혼생활만족도 4 .94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2)

연령(연속변수)

교육(1=고등졸, 2=전문대졸, 대졸, 3=대학원졸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1=하, 2=중, 3=상) 

주관적 건강상태(1=하, 2=중, 3=상)

5

<표 1> 측정도구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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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34.2%로 건강상태는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상업서비스(자영업)가 29.7%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가 18.3%, 

전문직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

준은 ‘중’이라는 비율이 61.3%, ‘상’이 29.2%로 

대체로 중상층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

토 작업을 한 후,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

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자원, 결혼생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여성

120

143

45.8

54.2

연령 평균연령 : 53.7세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116

56

66

23

44.4

21.5

25.3

8.8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99

31

45

14

64

39.1

12.3

17.8

5.5

25.3

주관적 건강상태

하

중

상

26

83

134

10.7

34.2

55.1

직업

무직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자영업)

일반사무직

관리직

생산․단순노무직

전문직

기타

2

48

78

29

21

31

36

18

.8

18.3

29.7

11.0

7.9

11.8

13.7

6.8

주관적 경제수준

하

중

상

24

155

74

9.5

61.3

29.2

계 263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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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

차 등을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자원 정도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수준

<연구문제1>인 중년기 성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 결혼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을 살

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표3>, 먼저 가족스트레스의 경

우 전체 평균 3.11점(SD=.56)으로 중간값 3점 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

인별로 살펴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9

점(SD=.65),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0점

(SD=.76),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요인 3.05

점(SD=.91)의 순으로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

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문제에서 오는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

적 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자원의 전체 평

균은 3.23점(SD=.77)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요인별 점수

를 살펴보면, 비공식적지지에서 가족지지 요인이 

3.46점(SD=.91), 타인지지 3.51점(SD=.70)이었으

며 공식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2.94점(SD=.68)으

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

활만족도는 3.21점(SD=.78)로 중간값 3점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 남녀들이 가족관계로 

부터의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매우 큰 시기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유주연, 1995; 권한경, 2011), 

경제문제의 스트레스 또한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안정은 중년기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호신, 2000; 홍숙선, 2001). 

사회적지지 자원 측면에서는 결혼생활에서 여전

히 비공식적 지지인 가족지지가 영향력 있는 사

회적지지 자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

였다(김리진ㆍ윤종희, 2000; Cutrona, 1996). 결혼

생활만족도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

건강 및 상실 스트레스

3.19

3.10

3.05

.65

.55

.58

전체 가족스트레스 3.11 .56

사회적 지지 자원

비공식적지지

자원

가족지지 자원 3.46 .91

타인지지 자원 3.51 .70

공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2.94 .69

전체 사회적지지 자원 3.23 .77

결혼생활만족도 3.21 .78

<표 3>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 결혼생활만족도의 전반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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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에 따른 결혼생활만

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독립변수들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표4>와 같다. 분석결과 가족스

트레스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상’과 ‘중’인 집

단보다는 가족스트레스가 ‘하’인 집단의 결혼생

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6.25, p<.01). 사회적지지의 경

우는 사회적 지지가 ‘하’인 집단 보다는 ‘중’인 

집단에서 그리고 ‘중’인 집단보다는 ‘상’인 집단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68, p<.001).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녀양육의 스

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들과 일치하였다(박성연ㆍ전춘애, 1996; 이정은

ㆍ이영호, 2000; 박주희, 2015). 사회적 지지 자

원이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더욱 높은 결혼만족

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는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

다(Cutrona, 1996; 김리진ㆍ윤종희, 2000).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이 중년기 시기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취약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

해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

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통한 다중공선성을 살펴 본 결과 별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Durbin- 

Watson계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표 6>, 각각 1.73, 201, 2.03으로 2에 가까운 값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모델 1>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생활만

족도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표 6>과 

같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26.6%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

적 경제수준(β=.33, p<.001), 교육수준(β=.14,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수준이 중년기 기혼남

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은 사회경제변인, 가족스트레스가 결

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

향력을 살펴본 것이다<표 6>. 그 결과를 보면, 

변수 
결혼생활만족도 

M(SD)

가족스트레스             

                상 

                중

                하

3.10(.46) a

3.01(.50) a

3.42(.49) b

F= 6.58**

사회적 지지 자원

                상

                중

                하

3.51(.44) c

3.15(.43) b

2.73(.53) a

F= 29.68***

**p<.01, ***p<.001, a<b<c

<표 4>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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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7.1%로 1단계에서 

보다 10.5%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

면 주관적 경제수준(β=.39, p<.01), 가족관계 스

트레스(β=-.16, p<.05)의 2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

타난 변인들 중 교육수준의 유의미성이 이 단계

에서는 사라졌다. 반면 주관적 경제수준은 2단계

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3>은 사회경제변인, 가족스트레스, 사회

적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표 6>. 그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45.9%

로 2단계에서 보다 8.8%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

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β=.28, p<.01), 

가족지지(β=.25, p<.01),가족관계 스트레스(β=-.16, 

p<.05), 경제문제 스트레스(β=-.14, p<.05)의 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

도에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사회

적 지지 자원 영역중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결혼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과 결혼만

족도의 일반적 경향에 대한 검증에서도 나타난 

결과와 같이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매우 큰 시기라 사실과 중년기

의 경제적 안정은 결혼생활의 만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생활에서 비공식적 가족지지가 중요

한 자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리진

ㆍ윤종희, 2000; 박주희, 2015; Cutrona, 1996).

Ⅴ. 결론 및 제언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세대로서 

두 세대에게 정서적ㆍ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

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

1 2 3 4 5 6 7 8 9 11 12

1. 성별 1

2. 연령 -.29** 1

3. 교육 .05 .11 1

4. 건강 -.08 .08 .29** 1

5. 주관적생활수준 .08 .04 .10 .29** 1

6. 가족관계스트레스 -.07 .18* -.14* .14* -.15* 1

7. 경제스트레스 -.06 .07 -.11 .06 -.21** .51** 1

8. 건강 및 상실스트레스 .06 .10 .02 .25** .19* .43** .16* 1

9. 가족지지자원 .22** -.15* .24** .27** .31** -.32** -.01 .10 1

11. 타인지지자원 .21** -.13* .20** .31** .37** -.38** -.15* -.14* .63** 1

12. 공식적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10 -.14* -.01 -.06 .19* -.04 .04 -.02 .39** .38** 1

*p<.05, **p<.01

<표 5>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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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의 

기혼남녀는 향후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영

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안

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부담은 부부간의 애정과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의 불안정을 높이게 된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지

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중년기 부부의 건강한 결혼생활

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족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40∼50대 기혼남녀를 선정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

린 후 이에 대해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전체 평균 3.11점

(SD=.56)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

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

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9점(SD=.65),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0점(SD=.76),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요인 3.05점(SD=.91), 일-가정양립 스트

레스 요인이 2.91점(SD=.65)의 순으로 가족관계

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중년의 시기가 가족관계의 부담

을 크게 느끼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

결혼생활만족도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B β  B β  B β 

통제변인

성별1) -.03 -.04 -.04 -.05 -.02 -.09

연령 .01 .02 .02 .03 .13 .11

주관적 경제 수준 .27 .33*** .24 .39*** .28 .28**

교육수준 .09 .14 .03 .05 .05 .06

주관적 건강상태 .06 .10 .05 .07 .05 .05

가족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16 -.18* -.14 -.16*

경제문제 스트레스 -.07 -.08 -.10 -.14*

건강및상실 

스트레스
-.03 -.04 -.08 -.12

사회적지지

자원 

비공식적지

지

자원 

가족지

지
.22 .25**

타인지

지
.11 .10

공식적지지에 대한 인식 .01 .02

상수 2.97 4.23 3.21

Adjusted R2 .266 .371 .459

F 12.80*** 17.11*** 17.07***

dw 1.88 2.01 2.03

주:1)남성=0, 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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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결혼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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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

였다(권한경, 2011; 유주연, 1995). 사회적지지 자

원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전체 평균은 

3.23점(SD=.77)으로 중간값 3점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살

펴보면, 비공식적 지지에서 가족지지 요인이 3.46

점(SD=.91), 타인지지 3.51점(SD=.70)이었으며 공

식적 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은 2.94점(SD=.68)으

로 중간값 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공식적지지 중 가족지지 요인을 가장 높게 지

각하고 있는 반면 공식적지지 자원에 대한 인식

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

우 사회적지지 자원으로써 공식적 지지 자원의 

유용성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비공식적 지지인 

가족지지가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결혼생활만

족도는 3.21점(SD=.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년기 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른 

결혼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스트레

스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상’과 ‘중’인 집단보

다는 가족스트레스가 ‘하’인 집단의 결혼생활만

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25, p<.01) 사회적지지 자원의 경우

는 사회적 지지가 ‘하’인 집단 보다는 ‘중’인 집

단에서 그리고 ‘중’인 집단보다는 ‘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29.68, p<.001). 본 연구를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일상적 

영역의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낮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였다(박성연ㆍ전춘애, 1996; 

이정은ㆍ이영호, 2000). 사회적 지지 자원의 경우

는 평균이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결

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는 

결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원이라는 선

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김리진ㆍ윤종희, 2000; 

박주희, 2015; Cutrona, 1996). 이상의 결과를 통

해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사회적지지 자원 

중 가족의 지지 자원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년기 

시기 결혼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취약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

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유형을 결혼생

활만족도 및 독립변수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

관적 경제수준,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스트레

스, 가족지지가 결혼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스트레스와 같

이 경제적 요인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가족지지

와 같은 가족적 요인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가족관계의 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결혼생활의 

질과 심리적 스트레스 등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였고(유주

연, 1995; 김리진ㆍ윤종희, 2000; 권한경, 2011; 

박주희, 2014; Cutrona, 1996) 주관적 경제수준과 

경제스트레스 등 경제적 요소가 결혼생활만족도

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결혼과 직업을 통하여 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김유정, 2009). 또한 탈 자녀기로 자녀의 심리적

ㆍ경제적 독립을 지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부

모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문

제들은 감당해야 할 중년기 기혼남녀는 가족관계

에서 오는 갈등과 부담을 크게 지각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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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문제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

족상담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적지

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본다. 이

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는 중년기 부부의 행

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건강가정지

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상담 및 가족교

육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들은 중년기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에 유용한 개입 방안이다. 

그러나 중년기 남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

고 체감하는 범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센터를 포함한 가족을 지

원하는 실천현장의 중년기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

는 가족교육프로그램들의 홍보와 보급 측면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

달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가족관계 기능의 향상과 

경제적 안정의 도모를 위한 노력은 중년기의 교

육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결과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

활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년기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해 볼 때 중년기 기혼남녀의 올바른 부부관계의 

형성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돕는 요소들을 규명

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와 지속적인 부부관계 강

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년

기의 배우자간의 정서적 관계 및 역할수행의 재

적응을 돕는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그 내용이 특히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간의 적극적인 양성평등적 역할 참여는 부부간의 

상호역할 수행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어 결혼생

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들의 적극적인 가족 돌봄과 가사참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실천영역의 가족교육사업에 성인지적 관

점에서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의 경우 결혼생활

에 위기의 징후가 있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위기취약 가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

공과 함께 가족들의 실천적 개입에 대한 접근성

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넷

째, 중년기는 노인부양과 자녀교육의 부담이 가

장 큰 시기로 경제적 불안정성은 결혼생활을 위

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년기의 경제

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이 요청된

다. 최근 정부는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동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제

안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기간 연

장,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 빈곤층, 노년층

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문

제가 중년기의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정부와 기업은 중년

층 세대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경제적 안정을 위

한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년세대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가능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이 지자체, 대학의 평

생교육원,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급

될 수 있어야겠다. 중년세대의 결혼위기는 다가

올 노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클 것이다. 중년층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사회 정책은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년기의 양육스트레스와 관

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중년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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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사료된다(박주희, 2014). 따라서 중년기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

한 부모역할을 되찾도록 돕는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적지지 

자원 측정도구는 이용 경험 여부에 따른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조사대상의 인식을 토대로 측정

한 한계가 있다. 공식적지지 자원의 활용 정도를 

정교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유의

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공식적지지 자원

이 특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연

구와 개발이 이루어져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년

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써의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

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사는 중년 기혼남녀만

을 대상으로 분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

서 다양한 표집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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