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인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구성형태와 가정에 한 가

치 과 경제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인력의진출과 역

할이크게 증가하고[1], 교육 주거비용 등가계 소비지

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필수의 시 로변화하고 있다

[2]. 이러한 시 의 가족구조와 인식의 변화는 의

통 인 가족구조의 모습을 변모시켰는데 그 하나는

여성의 역할 변화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진취 으로 변화해왔다[3]. 여성들은 격한 인식변화로

인해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되어 여성에게 합한 직업들

이 개발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은 지속 으로 향상되

고 있다[4]. 남성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가사

노동에 념하는 통 인 노동 형태는 여성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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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합 으로 악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P 역시와

G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240명을 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 계와 다 회귀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성 친 감

(r=-.163, p=.012)과 결혼만족도(r=-.347, p=.<001)와 역 상 계를 성 친 감은 결혼만족도(r=.655, p=.<001)와 순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향요인은 건강상태(β=.203, p=.<001), 부부갈등(β=-.207, p=.<001) 성 친 감

(β=.513,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52.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성

친 감과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로그램도 다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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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converged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double-income couples 

and it is a descriptive study to confirm the relationship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July 1 to July 30, 2018 

for 240 double-income couples living in P metropolitan city and G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Marital conflic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xual intimacy (r=-.163, p=.012), marriage satisfaction (r=-.347, 

p=.<001), sexual intimacy, marriage satisfaction (r=.655, p=.<001). Marriage satisfaction was health states (β=.203, 

p=.<001), marital conflict(β=-.207, p=.<001), sexual intimacy (β=.513, p=.<001), and these factors explained 52.3% 

of the total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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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올라가고 문 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 증가

한 오늘날 더 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5,6].

우리나라 가구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2016년 기

44.9%를 차지하고 이 40 (52.7%), 50 (53.5%)의 맞

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는 우리사회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7].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기혼여성

개인과 가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고 가구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맞벌이 부

부가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계속 으로유지시켜야 하

는 문제를 남겼다[8,9]. 따라서 맞벌이 부부 개인이 일과

가정생활에 따른 직장인, 부모, 배우자로서의 업무를 동

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과정

에서 각 역할에서 요구하는 역할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재 기혼 여성들은 취업을 하여도 직장생활과는 별

개로 가정생활에서의 변함없는 역할이 요구되었으며 최

근 남성들에게도 가사 일이나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9,10]. 행복한 부부 계는 결혼생활 반

에 한 만족정도와 부부들의 정서 계를 통한 안정

인 결혼에서 비록 되어 진다. 부부는가족 내에서 가장

친 하지만, 연으로 이어진 계가 아니라는 특성 때

문에 부부간의 친 감과 애정이 감소하면서로간의 기

가 어 나는 것에 한 불만과 좌 감이 부부갈등으로

표 되고, 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혼으로까지 이어지

게 될수 있다[10]. 따라서 부부 계의 심리 안정과 원

활한 생활은 가족들의 안녕을 도모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간의 계는 체 가족의 응능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 안녕까지도 태롭게 되므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부부간의 계에 한 심이 부부

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요한 심사로 두

드러지고 있다[5].

부부는 함께 가정과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서로의

역할에 한 기 와 그 수행에는 차이가 있어 이것이 조

화롭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한다[11]. 이

러한 갈등은 맞벌이 부부들의 정신 인스트 스 증가로

결혼만족도에 부정 으로 향을 수 있다[12]. 한

결혼만족도의 부정 인 향으로 과 달리이혼을 하

는 경우가 속도로 증가되었다. 결혼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 에는 부부갈등과 성 친 감의 향이 요

하며, 성 친 감이란 부부 두 사람만의 만족스러운

계를 통해서 질 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남편과 부인의 계라고 보았다[13]. 성 친 감

의 하는 부부갈등의 평안함에 향을 수 있음과 동

시에 직간 인 경로로 각 배우자의 정신 신체

건강에도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14].

성 친 감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부부가 성 인

활동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결

혼생활에서 부부간을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 인 행 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과 의사소통을 반

하므로 부부 성생활의 만족은 결혼 생활의 만족과 직결

된다고 할수 있다[15]. 부부 계에서 경험하는 성 친

감의 정도는 개인의 정서 , 심리 , 신체 행복감에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에 향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16]. 한, 성 친 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

과 친 한 계가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17].

결혼만족도는결혼생활 반에서 느끼는 주 감정,

결혼의 질에 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의미로 상 방에

한 기 치와 상 방이 느끼는 실제 수행과의 차이에

의해서 정해지며 서로에 한 돌 , 수용, 애정,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 등을 통해 만들어 진다[18]. 결혼

만족도 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학 변인이나 개인

심리 변인에 치 되어 있는데 결혼만족도는 원가족 변인

과 개인심리 변인, 계변인, 결혼유지와 련된 변인 등

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수 있음을알 수 있다[19]. 부부

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 수 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꾸 히 밝 져 왔는데 Shon &

Ju[16]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는 개인 개인의 문제만

이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이며 그들 주변의 모든 구성원

들에게 향을 미치는 환경 인 문제이며 부부간 갈등으

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다른 사회 문

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부 계는 가족 안에서 모든 부부 계의 심이 되

며, 부부 계의 안정성은 가족 구성원들 체에 향을

미치므로 다른 계 보다 더욱 주요시 여겨져야 된다고

했다[20]. 특히 재 새로운 가족 구조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맞벌이 부부는 그들이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

서 역할의 양립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

이 부부 계에 미칠 향에 하여 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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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한 의미를 갖는 성 친 감과결혼만족도는 어떠

한지 규명해보고, 나아가 이들의 부부갈등이 성 친 감

과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

을 한 방교육과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

각 이고 융합 인 방안모색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융복합 으로 악하는 것으로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2.1 연  상  적 특 에  부부갈등, 

적친 감, 결혼만족도 정도  악한다.

1.2.2 연  상  부부갈등, 적친 감, 결혼

만족도 정도  악한다.

1.2.3 연  상  부부갈등, 적친 감, 결혼

만족도 간  상 계  악한다.

1.2.4 연  상  결혼만족도  향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융합 으로 악하는 것이다.

2.2 연  상  기간

본 연구는 P 역시와 G도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재

부부가 모두가 취업한 부부들로서 부부의독자 소득과

근무시간의 환산이 상 으로 용이한 문기술직과 사

무직, 생산직 등의 직종 종사자로 제한하 다. 본 질문지

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을 직 방문하여 면 조사하거나

상자들의 근무지 부서장의 조아래 맞벌이를하는 부

부를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연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1.9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효과크기 0.3, 검정력 0.95%로 하 을

때 228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260

부를 배부하 고, 응답률이 부 한 20부를 제외한 240

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  도

2.3.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Choi[21]가 개발한 척도를 Lee,

Ok[22]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개인

갈등 역, 공동생활 갈등 역, 부부 계 갈등 역,

제3자 갈등 역의 4개의 하 역으로 총 2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이도구는 ‘ 그 지않다’ 1 에서 ‘매우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Ok[22]의연구에서 체Cronbach’s

α= .72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로 나타났다.

2.3.2 적친 감 척도

성 친 감(Sexual intimacy scale)은 Massey[23]가

개발한 척도를 Lee, Park[1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

로 수가높을수록 성 친 감이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Park[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4로 나타났다.

2.3.3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 MSS)는

Roach, Frazier, Bowden[24]이 개발하고 Lee, Yoo[25]가

번안한 척도(45문항)를 Hur[26]가 1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 그 지않다’ 1 에

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3

이 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α= .93로 나타났다.

2.4 료수집   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 상자를 보호하기 해 자료 수

집에 앞서 상자들에게 연구자의 신원에 해 소개하고

익명성 보장 비 유지, 연구의 목 과 차, 연구 참

여에 해 단할 의사가 있을시 즉시 단가능함을설

명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상자를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연구자는

설문지를 표지가 없는 서류 투에 회수한 후 그에 한

사례를 제공하 으며, 상자에게 설문지는 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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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완료 후자료폐기 처분에 하여 충분한 설명도 함

께 하 다.

2.5 료분  

조사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부부갈등, 성 친 감, 결

혼만족도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부부갈등, 성 친 감, 결혼만족도의 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사후 검증은 Scheffe ́

test로분석하 다. 상자의부부갈등, 성 친 감, 결혼

만족도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성 친 감과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향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Table 1과 같이 연구 상자의 성별은 여자 150명

(62.5%), 남자 90명(37.5%)이었고, 연령은 20~29세 이하

가 32명(13.3%), 30~39세 이하가 56명(23.3%), 40~49세

이하가 70명(29.2%), 50세이상이 82명(34.2%)로 가장 많

았다. 교육수 은 문 학 69명(28.8%), 학교졸 94명

(39.2%)이 많았고, 결혼기간은 1년~2년 미만52명(21.7%),

10년 이상이 132명(55.0%)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문기

술직이 8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리직은 69

명(26.3%), 매직은 40명(19.1%)순이었다. 총수입은 400

만원 이상이 79명(32.9%), 300~400만원 미만은 86명

(35.8%)이 으며. 자녀는 없음이 49명(20.4%), 1명은 58

명(24.2%), 2명이 108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있다 134명(55.8), 없다 106명(44.2%) 고, 건강상태는 그

그 다 130명(54.2%), 좋다 102명(42.5%)이었고, 부부

방 형태는 각방을 쓴다 85명(35.4%), 한방을 쓴다 155명

(64.6%)이었다.

3.2 상  적 특 에  부부갈등, 적

친 감  결혼만족도

Table 2를 보면, 일반 특성에 따른부부갈등은 건강

상태 (F=32.57, p<.001). 부부 방 형태 (t=-5.21,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나쁜 그룹에서 부부갈등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성 친 감은 성별 (t=4.80,

p=.048), 연령 (F=11.88, p<.001), 결혼기간(F=11,97, p<.001),

자녀 (F=6.80, p<.001), 종교 (F=7.53, p=.003), 건강상태

(F=34.84, p<.001), 부부 방 형태 (t=.98, p<.001)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20~29세 이하

에서 성 친 감이 높았고, 결혼기간은 1년 이상~5년 미

만 그룹에서 자녀는 없는 그룹에서 건강상태는 좋은 그

룹에서, 성 친 감이 높게 나타났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교육수 (F=3.60, p=.014), 결

혼기간 (F=4.04, p=.008), 자녀 (F=3.06, p=.029), 건강상태

Categories n(%)

Gender
Male 90(37.5)

Female 150(6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0)

Age

≥20~29 32(13.3)

≥30~39 56(23.3)

≥40~49 70(29.2)

≤50 82(34.2)

Education

≤High school 66(27.5)

≤College 69(28.8)

≤University 94(39.2)

≤Graduate School 11(4.5)

Marriage duration

＞1~2year 52(21.7)

＞2~5year 27(11.2)

＞5~10year 29(12.1)

≤10year 132(55.0)

Job

Tech workers 89(37.1)

Administrative
position

69(26.3)

Self-employed 24(10.0)

Sales position 40(19.1)

Other 18(7.5)

Monthly income
(10,000Won)

＞100 24(10.0)

＞200~300 51(21.3)

＞300~400 86(35.8)

≤400 79(32.9)

Number of children

Childless 49(20.4)

1 child 58(24..2)

2 child 108(45.0)

≤3 child 25(10.4)

Religion
Yes 134(55.8)

No 106(44.2)

Health states

Bad 8(3.3)

Normal 130(54.2)

Good 102(42.5)

Couple’s room
type

Using a separate
room

85(35.4)

Using the same
room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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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99, p<.001), 부부 방 형태 (t=.-4.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교육수 은 학

원졸 이상 그룹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자녀는 없는

그룹에서 건상상태는 좋은 그룹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3 상  부부갈등, 적친 감, 결혼만족도에 

한 정도

Table 3과 같이 각 변수의 평균평 을 5 척도로 보

면 성 친 감이 3.9 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갈등이 2.86

, 결혼만족도 2.85 이었다.

Variable Min Max M±SD Item M±SD

Marital conflict 48 106 74.23±10.16 2.86*±0.39

Sexual intimacy 44 139 92.84±18.42 3.09±0.61

Marriage
satisfaction

31 89 51.34±7.25 2.85±0.40

Table 3. Marital conflict, Sexual intimacy and 

Marriage satisfaction

Categories
Marital conflict Sexual intimacy Marriage satisfaction

M±SD F/t (p) M±SD F/t (p) M±SD F/t (p)

Gender
Male 86.07±13.01

-0.67 .503
95.72±15.91

4.80 .048
58.78±11.10

1.12 .260
Female 87.34±14.73 91.11±19.63 56.88±13.47

Age

≥20~29 73.81±13.10

.445 .721

105.71±15.19a

11.88
a>b>c

<.001
***

52.84±9.20

1.41 .239
≥30~39 73.37±8.88 98.53±16.90b 51.73±8.20

≥40~49 75.35±9.33 88.40±17.88c 51.80±5.18

≥50~59 74.02±10.46 87.71±17.76c 50.09±7.17

Education

≤High school 84.65±12.97

1.13 336

88.72±18.25

1.53 .207

53.50±11.21b

3.60
a>b

.014
*

≤College 88.79±14.66 94.66±19.54 59.05±13.77ab

≤University 86.67±13.21 94.27±17.01 58.81±11.51ab

≤Graduate
School

89.72±22.38 93.81±22.50 62.63±17.71a

Marriage
duration

＞1~2year 88.86±15.19

1.05 .369

102.51±16.7a

11.97
a>b

<.001
***

62.48±12.24a

4.04
a>b

.008
**

＞2~5year 89.51±13.20 99.03±11.72a 59.62±11.80ab

＞5~10year 86.82±13.83 96.24±17.81ab 60.00±13.95a

≤10year 85.54±13.86 87.01±18.24b 55.12±12.24b

Job

Tech workers 87.41±16.06

0.50 .730

96.26±18.06

2.03 .091

59.35±13.93

1.42 .228

Administrative
position

87.87±11.76 90.34±16.03 58.06±10.38

Self-employed 87.83±11.98 95.70±16.03 58.04±9.03

Sales position 84.95±12.13 88.00±20.42 54.34±13.84

Other 84.22±18.56 93.16±23.16 55.00±13.36

Monthly
income
(10,000Won)

＞100 88.70±15.48

0.93 .425

94.87±22.79

0.77 .508

57.58±12.05

0.70 .550
＞200~300 84.96±16.74 95.31±20.24 56.60±14.24

＞300~400 85.95±13.09 90.73±15.09 56.67±11.63

≤400 88.53±12.82 92.92±19.13 59.25±12.85

Number of
children

Childless 88.89±13.97

1.46 .225

101.57±16.75a

6.80
a>b

<.001
***

61.51±11.89a

3.06
a>b

.029*
1 child 84.79±14.76 90.32±20.57b 55.93±14.72ab

2 child 87.87±14.07 92.47±16.92ab 57.77±11.72ab

≤3 child 83.36±12.28 83.16±16.39b 53.04±11.04b

Religion
Yes 73.88±9.57

1.41 .547
96.11±15.83

7.53
.003
*

52.03±7.26
0.33 .095

No 74.67±10.89 88.69±20.59 50.46±7.17

Health
states

Bad 94.43±14.85a
32.57
a>b

<.001
***

83.37±7.92b
34.84
a>b

<.001
***

56.50±6.34b
55.99
a>b

<.001
***

Normal 81.07±10.51b 85.43±16.08b 51.20±9.63b

Good 84.50±10.09b 103.02±16.91a 65.84±11.64a

Couple’s
room type

Using a
separate room

81.36±10.15

-5.21
<.001
***

86.63±17.47

0.98
<.001
***

53.11±10.25

-4.52
<.001
***Using the same

room
89.88±13.17 96.24±18.01 60.05±13.17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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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Marital conflict, Sexual intimacy and Marriage satisfac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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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부갈등, 적친 감  결혼만족도 상 계

table 4와 같이 부부갈등은 성 친 감(r=.16, p=.012),

결혼만족도(r=.35, p<.001)와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여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성 친 감과 결혼만족도가 낮

게 나타났고, 성 친 감은 결혼만족도(r=.66, p<.001)와

유의한 정 상 계를 보여 성 친 감이높을수록 결

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ital
conflict

Sexual
intimacy

Marriage
satisfaction

r(p) r(p) r(p)

Marital
conflict

1

Sexual
intimacy

- .16*
.012

1

Marriage
satisfaction

- .35***
<.001

.66***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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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correlation of Marital conflict, Sexual 

intimacy and Marriage satisfaction

3.5 결혼만족도에 향  미치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맞벌이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확인하기 하여

일반 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연령, 교육수 ,

결혼기간, 자녀, 건강상태는 더미변수로 환하 고, 방

형태, 부부갈등, 성 친 감과함께 다 회귀분석을투입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건강상태(β=.20, p<.001), 부부

갈등(β=-.20, p<.001), 성 친 감(β=.51, p<.001)이 향

을 미쳤으며 결혼만족도 설명력은 52.3%이었다. 독립변

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가 .36 ~

.94로 1.0 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6 ~ 2.65

로 기 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15~1.63으로 잔차들간

에 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들을 악하고 결혼만족도와 련 요인들

간의 연 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

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의 평균 수는 2.86 으로 간 수보다 약

간 높았고 연령, 건강상태, 방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맞벌이 부부 외

벌이 부부를 상으로 한 Lee[2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고, 한 자녀가 있는 기혼부부를 상으로 한

Kim, Jeong과 Cummings, Davies[28,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시 변화에 따

라 맞벌이 부부들에 한 시각이나 태도가 달라지고, 환

경이 개선되면서 외벌이와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부부갈등

으로 인해 불안정한 계가 지속된다면 결혼생활에 한

만족감 감소와 심리 인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30]. 부

Table 5. Influencing factor in Marriage satisfaction 

Variable
Marriage satisfaction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52 <.001

Age -.53 .83 -.04 -.64 .521 .37 2.65

Education 1.16 .64 .08 1.80 .072 .94 1.06

Number of children -.35 .74 -.02 -0.47 .637 .66 1.51

Marriage duration .89 .75 .08 1.17 .241 .36 2.76

Health states 4.63 1.19 .20 3.88 <.001 .73 1.36

Couple’s room type 1.70 1.26 .06 1.34 .179 .87 1.14

Marital conflict -.25 .05 -.20 -4.38 <.001 .89 1.11

Sexual intimacy .35 .03 .51 9.57 <.001 .69 1.43

R2 =.539 Adj R2 =.523 F = 33.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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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간의 계 악화를

피하고 더 큰 갈등을 방지하기 하여 부부가 서로 수용

하고 사랑하며 효율 인 의사소통을 하는 계는 결혼생

활에 아주 요하다고 하겠다. 결혼생활에서 갈등상황에

있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해나가기 해

서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갈등을 이는 것도 요하지

만, 갈등을 효과 으로 다루는 방법을 탐색하고 갈등을

건설 으로 해결해가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31].

성 친 감의 평균 수는 3.09 으로 간 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건강상태, 방형태

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

혼 부부를 상으로 한 Shon과 Ju[16]의 연구에서도 성

친 감은 유의미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결과와 유사하 다.

Lee와 Park[20]의 연구에서는 결혼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ang과

Jeong[32]의 연구에서 자녀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 친 감 정도를 결

혼기간 자녀수에 따라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부

분 결혼 기에 발생하는 이혼과 같은 응상의 문제의

원인을 찾기 한 목 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생활은 본능 욕구의 해소 뿐 아니라 한 개

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13].

성 친 감이 신체 , 육체 이완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감정 교환, 따뜻한 느낌을 제공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4]. 부부 생활의 기본 인

요소인 성 친 감은 건강한 부부 계의 필수 요소이

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성 친 감은 가사분담과

역할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서의 무 심과 권태,

화상실로 인해 부부의 외도가 일어나고 부부갈등, 이혼

과 같은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로 결혼만

족도에 한 을 느끼기도 한다[28]. 따라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해결해나가는가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며 맞벌이부부의 응을

해서 맞벌이 부부의 특성에 한 안이 충분히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만족도의 평균 수는 2.85 으로 간 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 교육, 결혼기간, 자녀수, 건강상태,

방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맞벌이 부부를 상으로 한 Jang과 Jeong[3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 다. 한, Hawkins. Booth와 Waite,

Gallagher[33,34]의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만족은 부부의

신체 건강이 유지된다고 한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불만족한 결혼생활은 건강에 험을 증가

시키는 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은 안녕과 행

복을 증가시킨다는 Hur, Kim과 Sandberg 등[35,36]의연

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결혼만족도는 부부

의 안녕과 행복은 물론 건강과도 한 연 성이 있음

을 본 연구결과가 입증해 주고 있다. 부부생활이라는 것

이 남성과 여성 각자가 자신만의 것들을 개별 으로 잘

한다고 해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은 둘만의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복합작용이 일어

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계성이 결혼만족도에 무

엇보다도 요하다는 것이다[37].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들이 건강에 소홀히 하여 건강을 상실할 경우 노동

력 상실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낳으므로 올바른 식생활 리와 규칙 인 운동, 충

분한 수면을 통한 스트 스 감소를 통하여 건강한 부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해야하며 향후 부부

상의 로그램 시 부부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자의 부부갈등, 성 친 감, 결혼만족도의 상

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다 회귀분석 결과 건강상태, 부

부갈등, 성 친 감이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친 감

이었고, 부부갈등, 건강상태 순이었다. 결과 으로 성

친 감이 좋을수록, 부부갈등이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개인 특성과 가족 특성과 같은 주 요인이 아니

라 부부의 상호 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혼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실제 결혼생

활을 통해 만족감을 주는 것 보다는 두사람의 계의증

진이 신뢰와 친 감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에 한만족감을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고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맞벌이



한 합학회논 지 제10  제4호254

부부의 성 친 감과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부 계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증진

시키는 로그램도 다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를 상으로선정하여 남편이나

부인의 응답이 배제되거나 부부 한명을통해서 간 으

로 수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을 좀 더 보완하기 하여 각 가구의 부부

들을 으로 표집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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