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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의목적은커플관계에어려움을경험하는군내병사들의커플관계탄력성, 군생활스트레스, 군 생활적응

의관계를알아보는것이다. 이를위하여전방 1개사단, 후방 1개 사단에서병사들을대상으로총 239부의자료를분석하였

다. 자료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주요결과는첫째, 커플관계탄력성은군생활스트레스와는부적상관관계를군

생활적응과는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 둘째, 커플관계탄력성은군 생활 적응에유의미한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군 생활 스트레스와군생활적응의관계에서커플관계탄력성은부분매개효과를지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

과는커플관계에어려움을호소하는병사들의군생활적응력을높이기위한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으며, 본연구결과를

활용하여병사들의군생활부적응현상의하나인커플관계에대한이해를높이고, 커플관계의역경과스트레스를부정적으

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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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 among the CRR, MA, and MS of military solder’s 
who have experienced couple relationship troubles. Data collected from 239 soldiers in front-line division and post 
line division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hierarchical analysis using SPSS 18.0. As the results, 
1. CRR and M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CRR and MS showed a negative corelation. 2. CRR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 3. CRR had a mediating effects on the process where MS influenced M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 primary data for raising the adaptability to the military especially 
on the subject of couple relationship, and as an educational guidance for helping soldiers to see the positive aspect 
of the adversity and stress of milita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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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윤민

재[1]는 한국의 군대문화가 서열주의, 집단주의, 남성중

심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군대 문화는 병사들이 군 입대 전에

경험하지못한복종, 집단성, 동질성등을강요당하는새

로운문화충격을경험하게한다고설명하였다. 병사들에

게는 군 복무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으며, 전역할 때까

지 크고 작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최

근 5년간 군내 사망자 수는 444명으로 이 중 자살이 289

명(65%)을차지하였다[2]. 자살의주요원인으로가정환

경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염세비관, 근무부적응, 업무미숙, 여자관계 등이 있었다

[3]. 또한 군무이탈자는 4,874명으로그원인을살펴보면,

복무염증(3,692명)이 가장많았고, 커플관계문제(200명),

가정문제(199명), 신병비관(10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 또한, 공군 헌병단의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군 내 자살사고는 43건으로

주요 자살원인으로 부적응 12건(27.9%), 다음으로 커플

관계 문제 8건(18.6%)과 가정문제 8건(18.6%)을 꼽았다

[5]. 여기서주목할사항은커플관계문제가군내자살사

고 및 군무이탈 등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것이다. 구승신[6]은 군생활적응연구에서군생

활의주요스트레스원인중하나로파트너의변심을주

장하였는데, 이는군이라는특수상황에서심리적위안의

대상이되는파트너의변심이심각한충격원인이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형식[7]은 군 내에서 커플관계의

단절과 갈등은 매우 우발적인 행동까지 유발할 수 있어

중요한스트레스원이라고주장하였다. 청년기의커플관

계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8-10]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 시기의

커플관계는 개인의 발달뿐 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과 결

혼에 이르기까지 성인기 이후 전 기간에 지속적인 영향

을줄수있기 때문이다[11]. 대부분의병사들은청년초

기의발달과정을경험하고있으며, 중요한발달과업으로

서 커플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 병사들 중

파트너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21.8%로[12], 일반인 미혼

남자들[13]의 48.5%에 비하여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는병사들의경우입대를중심으로파트너와헤어지는

역경을경험하기쉽다는것을알수있다. Miles[14]도 미

군 내파트너와의이별및이혼율이높아지는현상은파

병과같이파트너와오래동안떨어져생활하는것과관

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트너와의 원치 않는 이별은 개

인 및 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고, 군

내 커플관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Stanley

등[15]도 군에서 파트너와의이별은 중요한 스트레스 요

인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또한, 미군에서는 군 생활에서의 커플관계는 극

도의 역경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 의회는 병사들에게 유

례가 없는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였다[16]고 제시하며 군

내 커플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미군의 다양

한 연구결과[17-19]에서 병사들의 커플관계가 개인에게

는삶의질과만족감, 군에서는군기강및군적응과관

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커플관계 연구

의 요구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군 내 병사

들의 커플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반면 이러한 커플관계 역경과 스트레스가 모두 부정

적인적응을가져오는것은아니다[20]. 이러한스트레스

경험을 통해 더 적응적으로 성장하기도 하는데[21-23],

이는스트레스를오히려성장의기회로활용하기때문이

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으로 커플관계 탄력성을

볼수있다. 전지경과양명숙[24]은 커플관계탄력성을기

존의커플관계와탄력성의개념이합쳐진용어로서커플

관계 주제에 대한 개인의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커플관계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커플관계의 스트레스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20]. Badenoch[25]는 커플관계에서의 탄력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을 얼마나 커플관계의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였고, Skerrett[26]는 커

플관계탄력성은역경과스트레스에대하여새로운측면

의 의미를 발견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다. 또한 Skerrett[27]는 커플관계 탄력성은 ‘나’보다는

‘우리’에초점을두어조망능력을확장할수있는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삶의 질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군 내커플관계탄력성과군생활적응의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전지경[28]

이 제시한 커플관계 탄력성의 5가지 하위요인인 커플관

계 긍정성, 커플관계 유연성, 커플관계 탈중심성,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인들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최은진과 박희현

[29]은 병사들의 낙관성과 희망이라는긍정심리가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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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엄덕

희[30]는 군 생활 적응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적 환경지각이 높을수록, 군 관련 지지가 높

을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Matthews[31]도 개인의강점과덕성을강조하는긍정심

리학적접근이군생활의적응을높일수있다고하였다.

오명자등[32]의 연구에서도군생활스트레스가낮은경

우가 높은 경우보다 낙관성이 높게 지각할수록 군 생활

적응을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군

생활 적응과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

[30,33]가 있으며, 의사소통이원활할수록군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4]와 군 생활에서

마음을털어놓을있는사람이있는경우군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5]가 제시되고 있

다. Simmons와 Yoder[36]의 연구에서도 적응능력, 통제

력, 인내심,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군 내 주요 탄력성 요

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역경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찾아내는것은군내탄력성의중요요인이된다

는다양한연구결과[37,38]가 제시되어있다. 이처럼탄력

성의하위요인들과군생활스트레스, 군생활적응에대

한관련성을확인할수있으나, 커플관계탄력성과군생

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이에, 대부분병사들이지내고있는청년기의중요한

발달과업인 커플관계에 대한 연구, 나아가 병사들의 스

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플관계에서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있는 병사들의 커플관계 탄력성과 군 생활 스트

레스 그리고 군 생활 적응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연구하

고자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커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군

내병사들의커플관계탄력성, 군생활스트레스, 군생활

적응의관계를살펴보는데있으며, 구체적인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커플관계 탄력성, 군 생활 스트레스,

군 생활 적응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군 생활 스트레스가 커플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커플관계 탄력성이 군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군생활스트레스와군생활적응간의관계에서

커플관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전방 1개 사단과 경북지역 후

방 1개 사단에서 육군 병사 750명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군 생활 과정에서 현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군 생활로

인해커플관계에서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체크한병사

들과현재여자친구가없더라도군생활과정에서파트

너와헤어진경험이있고, 이로인해현재커플관계의어

려움을경험하고있다고응답한병사들을중심으로실시

하였다. 설문방식은 연구자가 군 부대에 요청하여 각 부

대의 중대장이 병사들을 통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시간은약 10-15분 정도소요되었으며연구윤리와

관련하여병사들에게연구목적과연구과정을설명하고,

설문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서면동의에의해

연구 참여를 확인하였고, 동의되지 않은 설문은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이에 총 750부 중에서 연구대상이 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았던 465부와 불성실하게 체크된 46

부를 제외하고 총 23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2.2.1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는 전지경과 양명숙[39]이 개발

한척도를사용하였고, 이척도는 5개의하위요인(커플관

계 긍정성, 커플관계 유연성, 커플관계 탈중심성,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인 당 4개

문항씩총 20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5점리커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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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사용하여측정하였으며, 점수가높아질수록커플

관계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경과 양명숙

[39]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고, 본연구

에서의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5이었고, 하

위변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2∼ .91로 나타났다.

2.2.2 군 생활 스트레스 척도 
군생활스트레스척도는한국생산성본부[40]에서 ‘산

업인력의정신건강과스트레스의측정변수에대한타당

성평가’ 연구를통하여개발한스트레스요인척도를박

현철[41]이 우리나라군부대의실정에맞게개발한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총 4개 하위요인인 역할 스트레스, 외부스트레스, 직

무스트레스, 관계스트레스로 분류되었다. 5점 리커트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현철[41]의 개발 당시 하위요인 별

Cronbach's α 계수는 .61∼ .7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의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다.

2.2.3 군 생활 적응 척도 
군생활적응을측정하기위해 Stauffer 등[42]이 제작

한군생활적응검사를이윤희[43]가번안하여사용하고

이를 신태수[44]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추가 및 수정한

도구를사용하였다. 4개 하위요인(심신의상태, 임무수행

의지, 직책및직무만족, 조직환경에대한태도), 총 2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신태수[44]의논문에서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척도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

는 .93이었다.

2.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프로그램은 SPSS 18.0을 활용하

였다. 첫째, 병사들의커플관계탄력성과군생활스트레

스그리고군생활적응의관계를알아보기위하여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군 생활 스트레스가 커플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

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커플관계탄력성

이군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력을알아보기위하여단

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커플관

계탄력성의점수에따른상위그룹과하위그룹이군생활

적응간의차이를알아보기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실

시하였다. 다섯째, 군생활스트레스와군생활적응의관

계에서커플관계탄력성척도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

하여 Baron과 Kenny[45]가 제시한 3단계매개회귀분석

기법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또한 매개모

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결과
3.1 군 생활 스트레스, 커플관계 탄력성 그리고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커플관계 탄력성과 군 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군 생활

Variable M SD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Couple Relationship - Positivity 3.634 .876
Couple Relationship - Flexibility 3.893 .818
Couple Relationship -Decentration 3.704 .849
Social Support 3.917 .909
Communication 3.725 .934

Total 3.779 .741

Military life
Stress

Role Stress 2.276 .86
Outside Stress 2.054 .94
Job Stress 2.415 1.00
Relationship Stress 1.957 .90

Total 2.176 .81

Military
Adjustment;

Psychosomatic Health State 3.422 .813
Will of Mission 3.097 1.00
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3.339 .871
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3.179 .780

Total 3.256 .719

Table 1. Basic Statistics of data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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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과 같이 확인하고 이

들의 상관관계를살펴본결과는 Table 2와 같다. 커플관

계탄력성 전체와 군 생활 스트레스 전체는 유의미한 부

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35,

p<.01), 하위변인의 상관계수는 r=-.106∼ r=-.318로 분

포하며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플관

계탄력성전체와군생활적응전체는유의미한정적상

관관계를지니는것으로나타났으며(r=.474, p<.01), 하위

변인의 상관계수는 r=.241∼ r=.426 로 분포하며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군 생활 스트레스가 커플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군 생활 스트레스가 커플관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 생활 스트레스 전

체는 커플관계탄력성에 7%의 설명력을지니고있었으

며, 하위변인에서는관계스트레스(β=-.306, p<.01)와 역

할스트레스(β=-.276, p<.05)가 커플관계 탄력성에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커플관계 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커플관계 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결과는 Table 4와같다. 커플관계탄력성전체는군

생활 적응 전체에 22.1%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3,

p<.001). 커플관계 탄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커플관계

긍정성(β=.271, p<.01)과 커플관계 유연성(β=.271, p<.01)

이 군생활적응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커플관계탄력성수준에따른군생활적응의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커플관계 탄력성 점수의 상,

하위 20%를기준으로집단을구분하였다. 그리고커플관

계탄력성상, 하위집단간군생활적응의차이를 Table

5와같이제시하였다. 커플관계탄력성이높은집단은낮

은집단보다군생활적응의하위요인및군생활적응에

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t=5.40, p<.001), 군 생활

적응 모든 하위변인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X)
Total

x1 x2 x3 x4 x5

Military Life Stress
(Y)

y1 -.276** -.290** -.204** -.234** -.234** -.295**
y2 -.138* -.210** -.150* -.162* -.127 -.186**
y3 -.140* -.139* -.121 -.111 -.106 -.156*
y4 -.284** -.315** -.256** -.267** -.318** -.335**

Total -.244** -.275** -.208** -.226** -.221** -.277**

Military Adjustment
(Z)

z1 .352** .369** .334** .342** .304** .398**
z2 .324** .288** .266** .241** .263** .329**
z3 .426** .379** .330** .311** .294** .415**
z4 .382** .416** .371** .334** .337** .438**

Total .442** .441** .393** .366** .358** .474**
*p<.05, **p<.01, ***p<.001
X=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x1=Couple Relationship-Positivity, x2=Couple Relationship - Flexibility, x3=Couple Relationship-Decentration,
x4=Social Support, x5=Communication.
Y=Military life Stress; y1=Role stress, y2=Outside stress, y3=Job Stress, y4=Relationship Stress.
Z=Military Adjustment; z1=Psychosomatic Health State, z2=Will of Mission; z3=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z4=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239)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R2 F

Military life
Stress

Role Stress -.943 .432 -.276 -2.184* 1.824

.121 8.580***
Outside Stress .386 .382 .099 1.01 1.458

Job Stress .882 .512 .179 1.72 2.117

Relationship Stress -1.671 .547 -.306 -3.052** 1.792

Total -.334 .078 -.277 -4.262*** 1.00 .072 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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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The effects on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of Military life Stress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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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차이에서 
커플관계 탄력성의 매개효과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 관계에서 커플관계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

가 제시한 3단계 매개검증 절차를 따랐다. 이에 Table 6

과같이, 1단계에서군생활스트레스가커플관계탄력성

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β=-.277, p<.001). 2단계에서

는군생활스트레스가군생활적응에유의미한영향력

을 미쳤다(β=-.446, p<.001). 3단계에서는 군 생활 스트

레스(β=-.331, p<.001)와 커플관계탄력성(β=.371, p<.001)

이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커플관계

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보다 3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군 생활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효과가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유의

하게 감소하여 커플관계 탄력성은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le test Z값을 산출하는 공

식은 Zab= a×b/√(a2×SEb2) + (b2+SEa2) 이며, 이때본논

문에서의 a값은 -.334, SEa값은 .078, b값은 .599, SEb값

Military Adjustment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Group
M SD t

Psychosomatic
Health state

Low rank Group 2.82 .82
4.68***

High rank Group 3.86 1.05

Will of Mission
Low rank Group 2.58 1.05

4.18***
High rank Group 3.62 1.10

Position &
Job Satisfaction

Low rank Group 2.73 .89
4.71***

High rank Group 3.75 .96

Attitude toward Military
System Environment

Low rank Group 2.74 .94
4.89***

High rank Group 3.69 .74

Total
Low rank Group 2.72 .78

5.41***
High rank Group 3.72 .80

***p<.001

Table 5. Military Adjustment of Test Group with High and Low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N=239)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VIF R2 F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Couple Relationship - Positivity 1.459 .470 .271 3.106** 2.095

.231 14.218***

Couple Relationship - Flexibility 1.542 .578 .271 2.669** 2.299

Couple Relationship
-Decentration

.028 .537 .005 .052 1.760

Social Support .036 .467 .007 .939 1.729

Communication .044 .450 .009 .098 1.980

Total .599 .075 .474 7.974*** 1.00 .221 6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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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effects on the Military Adjustment of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N=239)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Military life Stress ->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334 .078 -.277 -4.262*** .072 18.165***

2 Military life Stress -> Military Adjustment -.687 .093 -.446 -7.418*** .196 55.020***

3
Military life Stress -> Military Adjustment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 Military Adjustment

-.510
.471

.091

.074
-.331
.371

-5.624***
6.331***

.317 51.464***

***p<.001

Table 6. Mediating verification of Couple Relationship Resilience                                     (N=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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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79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Z=–3.72로 매

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커플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육

군 병사들의 커플관계 연구를 위하여, 커플관계 탄력성

과군생활스트레스및군생활적응의관계를규명하고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커플관계

탄력성이매개효과를지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커플관계 탄력성은 군 생활 스트레스

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군 생활 적응과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병사들의 자아

탄력성과 군 생활 스트레스간의 관계 연구에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여준 연구결과들[46-48]과 군 생활 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36]와도 일치하여 유사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inger와 Skerrett는[49] 커플관계 탄력성은

관계에대한지혜를설명해주는변인이라고주장하였는

데, 병사들의 군 생활은 단체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일과의 삶 자체가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플관계 탄력성에서 관계에 대한 지혜는 군 내

의 다양한 관계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군 생활 스트레스는 커플관계 탄력성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탄력성의 위험요인이라고 연구된 바와 유사하며[46], 군

생활 스트레스하위요인중관계스트레스와역할스트

레스가커플관계탄력성에유의미한영향력을지니는것

으로 나타났다. Fergus[50]는 생활스트레스는 커플관계

탄력성에부분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는데, 이

는 한쪽 파트너의 스트레스는 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미쳐커플관계에서의긍정적인적응과기능을떨어

뜨리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Yorgason 등[51]은 커플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파트너와 이야기하

는과정에서각자가가지고있는힘이나능력등커플관

계에서의 탄력적 측면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스트레스나 약점이 커플관계

탄력성을설명해내는중요한변인이라고설명할수있다.

셋째, 커플관계탄력성은군생활적응에유의미한영

향력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2%의설명력을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Skerrett[27]은 커플관계 탄력성은

‘나’ 보다는 ‘우리’에 더 초점을두기 때문에 타인과다른

관점들을이해하는폭이넓어질수있어서삶의질적적

응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있다. 또한, 군 내에서 커플관계의 증진이 군 생활

만족도와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군의 다양

한 연구결과[17,18]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플관계 탄력성 하위요인 중 커플관계 긍정성과

사회적지지가유의미한영향력을지니는것으로나타났

는데, 이는병사들의군생활적응의주요내적보호요인

으로 주장한 긍정심리[29], 긍정적 정서지각[30], 그리고

사회적지지[30,33] 등을 설명한 연구결과들과도 유사하다.

넷째, 커플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병사들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커플관계 탄

력성의매개효과를살펴본결과, 부분매개효과를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생활스트레스가 군 생활 적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들 관계에서 커

플관계탄력성의매개효과를통해더큰설명력을지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지경과 양명숙[20]은 커플관계

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알아차림의 능력인

커플관계탄력성증진이적응적측면에서중요하다고주

장하였고,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커플관계에 대한 경

계가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에 군 내 병사들에게도 자신

이 경험하는 커플관계의 스트레스의 의미를 알아차림으

로써군생활적응에긍정적인도움이될수있음을시사

한다. Badenoch[25]는 커플관계에서의 탄력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을 얼마나 커플관계의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설명하였고, Skerrett[52]

는 이러한과정에서커플관계탄력성이파트너뿐만아

니라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이 높아지기 때문에 삶의 기

능상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과

도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Walsh[53]는 탄력성은 역경

과스트레스에서새로운의미를찾아내는것이라고주장

하였는데, Skerrett[26]는 이를 확장하여 커플관계에서

역경과스트레스에대하여새로운측면의의미를발견하

고전환하는것은커플관계의탄력성을설명하는것이며

이를 통해 적응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커플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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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의미를발견함으로써군생활적응을줄일수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생활적응과관련된기존의연구들에서는

군생활부적응현상의주요원인인커플관계에대한연

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커플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커플관계를 연구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가

군내커플관계주제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한다는데

의의를찾을수있다. 둘째, 커플관계에서병사들이경험

하는스트레스를부정적으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긍정

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

록도와준다는데의의가있다. 병사들은입대와함께파

트너와의이별, 혹은파트너의변심, 파트너에대한그리

움등커플관계에서발생되는다양한현상들을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부정적이고 힘든 역경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개 사단의병사들일부를대상으

로 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

다. 향후 다양한 부대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수행할 필

요가있다. 또한, 병사들의다양한일반적특성을토대로

커플관계탄력성연구를확장할필요가있다. 둘째, 커플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사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상담 등의 개입이 요구되며 본 연구결과에서 제

시된커플관계탄력성의하위요인들을증진시킬수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병사들에게파트너는심리적위안이될수있는지

지자원이될수있기때문에병사들에대한연구뿐만아

니라 파트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건강한 커

플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이나교육

이 요구된다.

끝으로 대부분 청년초기를 지내고 있는 병사들에게

커플관계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

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역경이 심리적인 나

약함으로받아들여지는것이아니라역경을통하여건강

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커플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러한과정을통해병사들의군생활적응력을높이고전

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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