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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년기 성인을 상으로 부부갈등이 부부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부부갈등과 부부 

응의 계에서 정감정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 참여자는 총 270명의 년기 기혼 남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

며 2012년 4월 12일에서 6월 2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결과, 부부갈등은 부부 응에 유의한 직

인 향력을 가졌고 정감정은 부부갈등과 부부 응 간의 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보 으나 

성역할태도는 부부갈등과 부부 응간의 계에서 매개 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

들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χ2=38.90 표 χ2= 1.77(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 부부 응에 한 모형의 설명력은 88.9% 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정감

정을 변화시킴으로서 년기의 부부 응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효율 인 부부 

교육 로그램 개발  부부 계증진 략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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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on dyadic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 and sex-role attitude. The participants 

were total 270 middle-aged married people and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2 to June 24 in 

2014. The data was collected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the SPSS 17.0 and 

AMOS 18.0 program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positive emotion on dyadic adjustment. 

Second, positive emo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ut sex-role attitude did not. Third, 

The modified model showed a good fitness indices(χ2=38.90 standardizedχ2=1.77(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 and explanation power was 

88.9%.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ddle-aged dyadic adjustment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positive emotion. This study results will be contribute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for enhanc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and education program for middle-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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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년기라는 시기  특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독립

과 함께 부부 계에 집 할 수 있는 시기이나 생물학

으로 신체 으로 노화가 뚜렷하며, 실존  공허를 경험

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기의 시기이기도 

하다[1]. 자녀 양육과 부부  가족 계가 삶의 우선순

를 차지하는 년기부부에게 있어서, 부부 응은 행

복한 가정생활을 한 필수 인 과업이다. 그러나 실

으로 결혼생활에서 부부 갈등은 필연 인 것이다. 따

라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 갈등

이 나타나는 횟수, 갈등의 강도, 내용, 해결방법 등이 더 

요한 이슈이다. 이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부갈등

을 효과 으로 해결하고 리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년기의 높은 부부 갈등은 부부 응을 

하시키고[2]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  결과를 가져 온다

[3]. 이에 년기는 부부 계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시

기로서 높은 이혼율을 보여 남성의 경우 체 이혼율의 

77.5%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 70.3%를 차지한다[4]. 

그간 부부 응에 한 연구는 주로 신혼기에 이 

맞추어져 왔고 년기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

아왔다. 지 까지의 년기에 한 선행연구들은 년

기 응을 기감과 스트 스에 을 두고 련 변인

을 밝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5]. 따라서 년기라

는 발달단계에 을 맞추고 년기의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하여 좀 더 다각

인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년기의 부부 응에 한 선행연구에서 부

부갈등, 정감정  성역할태도는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부부갈등은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일차 인 요인이며[6] 높은 부부갈

등은 부부 응을 해하는 가장 주요한 문제이다. 한, 

부부 계에서 정감정과 같이 정정서에 을 맞

춘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  정서를 규명하는데 이 

주어져 왔다. 즉, 년기 여성의 경우 부부갈등이 우울

[7], 부부간의 감[8], 분노  공격성[9]등의 부정정

서에 직 인 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간의 정 인 정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

는 과 맞물려 부부 계에서도 정감정에 을 두

고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부부 응에 해 정감정

이 직 인 정  향력을 갖는다고 보고되기도 하고

[10], 정감정이 심리  회복력과 정서  안녕감을 강

화시켜 부부 응을 증진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1].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에 부부간의 정서  교류가 단

되어 부부는 원래 자신이 가진 사고와 역할에 더욱 

고정 인 모습으로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부부

갈등은 남편에게는 통 인 성역할태도를 강화시키고 

이는 곧 아내의 부부 응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12]. 

부부갈등 계에서 남편의 정서  억압과 통  성역

할태도는 부부 응을 낮추며[13]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가족 응집력과 함께 부부 응을 46.8% 설명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4]. 

성역할태도 한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역할 태도는 통  태도와 

진보  태도로 구분된다[15]. 우리나라는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통 인 성역할태도를 가

지고 있다[16]. 은 층과 여성의 경우에는 통 인 가

치 이 약화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남성들

은 고정 이고 가부장 인 통  성역할태도를 보이

고 있다. 일반 으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통 일수

록 부부 응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이나, 성역할태도, 부부

응은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다를 수 있어 성별을 구

분하여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년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성으로 환하여 남성과 여성간

의 엄격한 역할구분이 없어지는 시기이다. 즉, 남성은 

내재해있던 여성성이 출 하여 좀 더 부드러워지고 

계 지향 이 되는 반면 여성은 내재해있던 남성성이 발

되어 지배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게 된다[18]. 부부가 

평등한 의사소통 패턴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

는 것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양성 인 성역

할태도를 내재화하는 것은 부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보다는 부부 모두에게 용 가능한 년기 부부 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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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감정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통

해 부부갈등과 부부 응의 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년기 부부의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떤 변인들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변화

시켜야 하는지 탐색하고 각 변인들 간의 인과 계를 살

펴 으로써 년기의 부부 응을 높이기 한 이론  

토 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계성을 살펴 으로써 년기의 부부 응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악하고 

변수들 간의 직․간 인 경로를 악한다.

둘째, 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부부갈등이 부부 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다.

셋째, 최종 으로 부부 응 모형을 구축하고 그 

합성을 검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부부 적응  
부부 응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

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 인 개념이다. 

Spanier는 부부 응을 부부만족도, 부부 일치도, 부부

결합도, 애정표 으로 부부행복의 개념들을 통합한 개

념이라고 하 다[20]. 부부 응은 기능 이고 원만한 

부부 계를 이루기 한 필수 인 과업이며 부부 상호

간의 차이 , 배우자의 긴장감, 부부간의 결합, 결혼 생

활에서 요한 문제를 서로 합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

된다.

2. 중년기 부부적응 영향요인
2.1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좋은 부부 계란 갈등이  없는 계가 아니라 갈

등이 있을 때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는 계이다. 

부부갈등이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우선 생물학  구조

의 차이와 사회문화  향, 성장한 가정환경의 차이, 

경제 , 종교  요인, 성격차이 등이 있다[21]. 실제 부

부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갈등

의 심은 보통 내면에 있다.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이

든 간에 이것은 부부간의 계의 문제가 구체 인 문제

로 표면화 된 것뿐이다[22].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

고 지속될 경우 부부 계는 긴장감이 생기고 시간이 흐

르면서 감까지 형성되면 부부 결속력은 속히 와

해되고. 결국 가족의 반 인 기능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년기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부 응의 어려움

은 년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년기에도 

지속 인 향을 미쳐 노년기 이혼을 높이는 요인이 된

다[23]. 

2.2 부부갈등과 긍정감정 및 부부적응
부부간의 원만한 정감정의 교류는 부부의 창의성

과 융통성을 높여서 부부 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된

다[24]. 정감정에 주목한 것은 비교  최근이다. 인간

의 서  기에는 주로 부정정서에 이 모아졌

다. 즉, 즉각 인 에 처하는 방식인 부정정서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규명하고 부정정서를 감소

시킴으로서 그러한 문제들을 방하고자 하 다. 이 과

정에서 부정정서를 완충시키는 정감정의 효과가 보

고되면서 정감정의 기능에 심이 모아진 것이다. 

Fredrickson은 정감정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퍼

토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이끈

다고 하 다[11]. 나아가 정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충

족감과 자존감이 향상되게 되고 이는  다시 정 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순환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의 

확장과 신체  건강의 증진 등으로 이어진다. 정감정

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가지는 다가감

(approach)과 지속성(continuity)이다[25]. 이러한 다가

감과 지속성은 년기 부부가 서로 정서 인 교류와 원

활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활력 있는 

부부 계를 유지해가도록 하는 힘이 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2346

부부에게 있어 정감정이란 부부간의 계를 정

으로 만드는데 필수 인 요소로서 서로에 한 심

(interest), 흥미(excitement), 애정(affection), 유머

(humor), 인정(validation), 지지(support) 등이 포함된

다[26]. 부부간의 ‘애정’은 부부가 경험하는 정정서의 

핵심이다. 부부의 갈등기간 에도 부부간 애정은 건강

한 부부 계와 결혼 안정성  결혼 만족도를 측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다[27]. 그러나 높은 부부갈등은 

정감정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부부 응을 방해하는 반

면 낮은 부부갈등은 정감정을 증진시켜 부부 응을 

높이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3 부부갈등과 성역할태도 및 부부적응
성역할태도가 통 일수록 부부 응은 낮아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역할(gender role)이란 한 개인

이 속한 문화권에서 여성 는 남성에게 부여되는 사회

 역할로서 개인의 태도, 선호하는 경향, 행동 등을 일

컫는 개념이다[28]. 성역할태도는 Osmond 와 Martin에 

의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었다[15]. 하나는 남성은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야 한다는 즉,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차이를 두는 

‘ 통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융통 으로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는 ‘진보  개념’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통 일수록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 응은 낮아지며[17] 부부간의 성역할 갈등이 높

을수록 역시 아내가 지각하는 부부 응은 낮아졌다

[13]. 남녀 간의 성역할태도가 통 인가 진보 인가

를 구분 짓는 주요 내용은 가사의 분담이다. 보통은 진

보 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부부 응은 높게 보고

되나 이는 주로 남성의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남성의 성

역할태도가 진보 일수록 부부 응은 높은 반면 여성

의 성역할태도가 진보 일수록 부부 응은 낮게 보고

되고 있다.

2.4 연구의 가설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부부갈등을 원인변수로 하여 정감정  성역할

태도의 매개변수가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 다.

x1=성과애정, x2=생활습관 및 시댁처가관계, x3=성격, x4=자녀관계, 
y1=자신에 대한 감정, y2=배우자에 대한 감정, y3=직업역할, y4=가사역
할,  y5=양육태도, y6=고정관념, y7=부부일치성, y8=부부결합과만족도, 
y9=애정표현

그림 1. 부부적응에 대한 가설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횡단  조사연구로서 정감정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부부갈등과 부부 응의 계

에 한 가설  모형을 설정하여 합성과 가설을 검증

하는 구조모형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2개의 

학에 재학 인 학원생  일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상자 선정기 은 연

령이 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년기에 해당하는 기

혼자로서 재 부부 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하 으

며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지내는 경우는 상자에서 제

외하 다. 자료수집 기 은 본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해당 기 의 승인을 얻은 후 연

구 목   연구 내용에 한 안내문을 게시하 다. 일

주일이 경과한 후에 상자들에게 연구 목 과 기재 요

령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다. 자료 수집을 한 설문 에 

상자가 자의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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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과 개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 참여자에게 익명과 비 보

장을 지킨다는 내용을 설명하 다. 이후 동의한 상에 

한하여 연구 참여에 한 동의서를 첨부한 설문지를 배

포하는 것으로 하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상자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

으며 질문지는 본 연구자들이 배포하여 자기 기입식으

로 응답하 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거하 다. 본 연

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287부 으며 이  응

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17부를 제외하고 총 270부

(94.1%)를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측정 변수 당 15명을 권장하며 

표본크기 200이 구조모형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29]. 구체 으로는 국가통계에서 사용

하는 표본이론방식인  





을 용하여 표본크

기를 산정한 결과 95% 신뢰도에서 오차한계 6%정도에 

정한 표본크기는 267명으로 나타나 (: 유한 모집
단: 2010년 인구 총 조사 자료 40~50  유배우자 모집단 

수: 12,228,811명,  : 최종표본크기)  본 연구는 권장표
본크기를 충족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부부갈등, 정감정, 성역

할태도, 부부 응의 총 4개이며 각 변수는 2-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총 100문항이 사

용되었으며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2

문항을 제거하고 총 98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부부갈등 척도
상자의 부부간 갈등을 측정하기 하여 여인동이 

작성한 부부 갈등 척도를 이용하 다[30]. 본 도구는 성

격, 생활 습   태도, 의사소통, 성생활, 애정  친

감, 자녀 계, 시   처가 계, 경제 역에 하여 부

부간의 갈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3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  likert-type으로 평정한다. 총 의 

범 는 36 에서 1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탐색  요인분석결과에서 고

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73%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  요

인분석결과 문항제거 없이 총 36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

하 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Cronbach's alpha=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하 변수별 Cronbach's alpha

는 성과애정 .97, 생활습   시 계 .94, 성격 .91, 자

녀 계 .90으로 나타났다.

긍정감정 척도
상자의 부부간 정 감정을 측정하기 하여 

O‘Leary와 Arias가 개발한 정 감정 질문지(Positive 

Feeling Questionnaire)를[31] 김진숙이 한국  부부감

정 질문지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다[32]. 본 도구는 

부부 계에서 자신  배우자에 하여 느끼는 반

인 정  감정 수 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두 가지 형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부의 8개 문항은 최근 두 달 

동안 배우자에 하여 일반 으로 느낀 감정을 측정하

고 후반부의 9개 문항은 자신에 해 느낀 감정을 7  

liket-type으로 평정한다. 총 의 범 는 17 에서 119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정 감정이 높음

을 의미한다. 탐색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

량은 77%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  요인분석결

과 문항제거 없이 총 17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고 본 

연구에서의 하 변수별  Cronbach's alpha는 배우자에 

한 감정 .94, 자신에 한 감정 .97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 척도
상자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정종희가 

제작한 GRAS(Gender Role Attitude Scale)를 사용하

다[33]. 본 도구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행동

에 한 고정 념의 세 역에 하여 성 역할 태도의 

통과 진보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5  

likert-type 척도로 평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의 범 는 15 에서 75 으로 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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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더 진보 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탐색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64%

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  요인분석결과 1문항을 

제거하여 총 1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혜원과 김명소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2로 나타났고[34]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다. 본 연구에서 하 변인별 신

뢰도 Cronbach's alpha는 직업역할 .86, 가사역할 .73, 

양육역할 .59, 고정 념 .65로 나타났다.

부부적응 척도
상자의 부부 응을 측정하기 하여 Spanier가 개

발한 부부 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를[35] 김수진과 도 심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36]. 본 도구는 부부 일치성 13문항, 부부만족도 10문

항, 부부 결합력 5문항, 애정표  4문항의 네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likert-type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의 범 는 

32 에서 126 으로 수가 높을수록 부부 응이 높음

을 의미한다. 탐색  요인분석결과에서 고유 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변

량은 72%로 나타났다. 다음단계의 확인  요인분석결

과 1개 문항을 제거하여 총 31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6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 변수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부부일치성 .98, 부부만족도 .81, 부부결합과 만

족도 .94, 애정표  .9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정규성 확인은 서

술  통계로 분석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으로 악하 고, 변수들 간의 상  

계  다 공선성은 Pearson 상 계수로 검정하 다. 

한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 법(varimax rotation)

을 이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도

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

시하 으며, 가설  모형의 합도 검정  가설검정은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총 270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141명

(52.2%), 남성이 129명(47.8%)이었다. 연령은 40 가 

184명(68.1%), 50 가 86명(31.9%) 이었으며 학력은 고

졸이 87명(32.2%), 졸이 142명(52.6%), 학원 졸이 

28명(10.4%)로 나타났다. 결혼 년 수는 10년 미만이 27

명(10.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28명(47.4%),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04명(38.5%),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11명(4.1%)이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잠재변인 부부갈등과 정감정, 

성역할 태도, 그리고 부부 응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치 및 정규성
                                       (N=270)

변수
평균±
표 편차

범 왜도 첨도

부부갈등 2.15±0.63 1.05-4.58  0.42  0.17
긍정감정 5.66±0.93 2.04-7.00 -0.90  0.69
성역할태도 3.48±0.69 2.00-5.00  0.02 -0.73
부부적응 3.19±0.37 2.38-3.99  0.63  0.91

부부갈등의 수 은 평균이 2.15 (sd=.63)으로 간

보다 낮은 수를 나타냈다. 정감정은 평균이 5.66

(sd=.93)으로 높았으며, 성역할태도는 평균이 3.48

(sd=.69)으로 간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나 연구 상

자들이 진보 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종속변

수인 부부 응의 체 평균은 3.19 (sd=.37)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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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부부갈등 정감정 성역할태도

긍정감정 -.734**
성역할태도 -.124* .099
부부적응 .223** -.279** -.144*

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어 연구 상자들의 부부 응 

수 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와 첨

도는 값이 ±1 범 에 분포하고 있어 자료는 정규분

포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상 계수는  값이 .70이 넘는 경우 다 공선성이 

존재한다.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2]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 변수들 간의 상 계의 

 값은 .099-.734로 나타났다. 한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는 1.003-2.343, 공차는 

.347-.951로 나타나 본 자료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변인의 상관행렬            
                                      (N=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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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설적 모형의 검증 및 수정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의 합도 검증에서 χ2= 

112.22, 표 χ2= 1.87(CMIN/df), GFI=.94, AGFI=.91,  

NFI=.68,  SRMR=.07, CFI=.80, RMSEA=.05로 나타나 

NFI, SRMR, CFI가 권장수 에 미치지 못하 다. 이에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0.4 이하로 나

타난 y6와 y8, y9를 우선 제거하 고 그 다음 y5를 제

거하 을 때 합도 지수들이 상승하 다. 요인들의 집

타당도는 Hair 등[37]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산추출지

수(AVE)를 산출하 다. 부부 응의 경우 단일 측정변

수로서 집 타당도를 가지지 않았으며 그 외 모든 잠재

요인들의 개념 신뢰도(CR)가 0.81-0.93, 분산추출지수

(AVE)가 0.70-0.78로 집 타당도를 가졌다. 한 각 요

인들 간의 상 계수 제곱값 
2 이 .00-.68로 AVE 값

보다 작아 별타당도를 만족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최종 으로 채택한 모형의 합도 지수는 χ2=38.90 

표  χ2= 1.77(CMIN/df), GFI=.97, AGFI=.94, NFI=.98, 

SRMR=.02, CFI=.99, RMSEA=.05로 나타났으며 모형

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p<.001

x1=성과애정, x2=생활습관 및 시댁처가관계, x3=성격, x4=자녀관계, 
y1=자신에 대한 감정, y2=배우자에 대한 감정, y3=직업역할, y4=가사역
할,  y7=부부일치성

그림 2. 부부적응에 대한 구조모형

5.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및 효과 
수정모형의 각 경로의 모수 수정치는 [표 3]과 같다.  

경로의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  .05수 에서 양측 검정 

시 임계치의  값이 1.96보다 크면 유의한 것으로 평

가하 는데 총 5개의 경로  4개의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유의한 경로는 부부갈등에서 부부 응(β

=-.89, p<.001)과 정감정(β=-.85, p<.001), 정감정

에서 부부 응(β=.06, p<.001), 성역할태도에서 부부

응(β=-.09, p<.001)으로 나타났다.

직 효과에서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정감정의 수

은 낮게 나타났으며(β=-.85, p<.001) 부부갈등이 낮

을수록(β=-.89, p<.001), 정감정이 높을수록(β=.06, 

p<.001), 성역할태도가 낮을수록(β=-.09, p<.001) 부부

응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부부 응에 한 

간 효과도 유의하 다(β=-.04, p<.001). 부부 응에 

한 변수들의 총 효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β=-.93, 

p<.001)이 가장 높았고 정감정(β=.06, p<.001), 성역

할태도(β=.09, p<.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부부 

응을 88.9% 설명하 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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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감정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그 결과 

z=-9.811(P<.001)로 나타나 정감정의 매개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 및 효과
                                       (N=270)

내생
변수 

외생
변수

β C.R. SMC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긍정
감정

부부
갈등 -.85 -15.47 .715 -.85 -.85

부부
적응

부부
갈등 -.89 -8.01 .889 -.89 -.04 -.93

긍정
감정 .06 .58 .06 .06

성역할
태도 -.09 -1.78 -.09 -.09

Ⅴ. 논 의

본 연구는 년기의 부부갈등이 부부 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외생변수는 부부갈등으

로 내생변수는 정감정, 성역할태도, 부부 응으로 구

성된 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 다. 가설  

모형은 일부 합도 지수들이 권장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모형의 수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모든 지수

들이 합한 수 에서 년기 부부 응을 설명하는 의

미 있는 결과와 모형이 도출되었다. 즉,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 정감정, 성역할태도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부부 응에 한 설명력은 

88.9% 다. 

본 연구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부부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으면 

부부 응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일반 인 논리와도 부합하는 결

과이다. 년기 부부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은 부부 응을 감소시

키는 결과와 일치하며[2]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 부부 

응은 낮아지고 분노감정은 더 높아진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38].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년기의 부부

갈등을 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략들이 요구된다. 무

엇보다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은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주요 략이며[39], 부부가 시간

을 함께할 수 있는 여가생활도 년기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신체  건강도 증가시킨다는 결과

를 볼 때[40] 부부갈등을 완화시키기 한 교육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감정은 부부갈등과 부부 응간의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감정은 환

경이나 인간 계의 응을 증진시킨다는 보고[41]  

부부 갈등에 한 정감정은 부부 응을 측하는 유

일한 변인이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26] 년과 

노년의 부부에게도 부부의 정감정은 행복하고 안정

된 부부 계의 특성이라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42]. 정감정에 한 연구가 수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감정의 향력은 일 성 있

게 규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정감정은 문제에 

한 정  처를 증가시키고[43], 문제해결기술을 증

진시키며[44] 자기조 능력을 증진시킨다고[45] 보고되

고 있다. 년기에 부부 응을 하는데 있어 자신과 배

우자에 해 느끼는 정감정은 좀 더 폭 넓은 사고와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설혹 부정 인 감정들

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

지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부 련 연구들은 부

정 인 감정이나 부정 인 문제에 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정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한 연구들은 미미한 수 이었다. 본 연구결과 정감정

이 년기 부부 계 응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이 규명

되었으므로 향후 년기 부부를 한 부부 상담이나 

로그램 개발 시 정감정을 높이기 한 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모형에서 부부갈등은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

는 부부갈등과 부부 응을 매개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인 계에서의 갈등은 개인의 역할을 

축시키고 수동 으로 만든다[46]. 부부간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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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로 력하게 될때 남편과 아내는 직업과 가사, 양

육을 공동으로 분담해나가는 진보 인 상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부간 갈등이 심할 수록 서로 축된 모습을 

가지게 되어 소극 인 태도로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역

할들에 집 하게 되어 결국 통 인 역할에 치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은 학원생과 일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한 데 기인하는 상

자 편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성역할태도가 부부 응에 미치는 향은 유의

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진보 일

수록 부부 응의 요인인 삶에 한 반 인 생활만족

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47] 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

가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9]. 한 본 결과에서 성역

할태도가 통 일수록 부부 응이 높아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통  성역할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 이

고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

와 맥락을 같이한다[48]. 한편, 성역할태도의 하 요인 

 양육태도와 고정 념은 부부 응에 한 설명요인

이 되지 못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상자가 

년기라서 자녀 양육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련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나 태도 등이 작용하지 않

기 때문이며 고정 념도 년기의 경우 양성성의 개념

을 가져 진보 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기 때문에[19] 

년기의 부부 응과는 상 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다섯째, 모형의 합도 지수가 가장 좋고 설명력이 

있는 최종 인 수정모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부부

응의 측정변수  부부결합과 만족  애정표 이 제거 

되었다. 부부 계에서 부부각자의 애정과 정서표 은 

자신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다[49]. 그러나 본 연구에

서 애정표 이 설명변수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통 인 유교문화에서는 여 히 개인의 정서를 외부

로 드러나게 표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 자제하고 조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

는 과[50] 년기의 부부 응이 애정표 보다는 서

로간의 헌신과 책임에 근거한 결혼 안정성을 더 시하

기 때문으로[51] 생각된다. 한 부부결합과 만족이 설

명변수가 되지 못한 은 50 와 같은 년기에 여성은 

폐경을, 남성은 은퇴를 경험하여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며 성생활에서의 결합력과 만족보다는 부부의 

일치성을 느끼도록 하는 동반자  계가 더 요시되

기 때문이라[52] 할 수 있다. 즉 년기 부부의 응은 

서로간의 헌신을 기반으로 부부 계를 유지하고자 하

는 높은 의지와 결심이 서로 하나 됨을 이루어 부부일

치성을 가질 때 더욱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은 연구 상자수가 단  

수가 아니고 학원에 재학 인 상자와 기업체에 종

사하는 상자만을 상으로 하여 표본의 표성 문제

를 가진다는 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년기 

체에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따른다. 한 본 연구는 

단회의 측정만으로 자료를 분석하 으므로 이에 따른 

한계 을 분명히 가진다. 이에 년기 부부 응에 

한 좀 더 명확한 모형을 제시하기 해서는 종단  연

구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칫 부부간의 단 을 경험하고 기에 처

할 수 있는 년기를 상으로 부부 응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간의 향력을 검증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년기의 부부갈등이 부부 응에 미치는 

향에 있어 정감정과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를 살

펴보기 하여 직･간  경로를 구성하고 모형을 구

축하 다. 연구모형은 외생변수로 부부갈등이, 내생변

수로 정감정, 성역할태도, 부부 응으로 이루어졌으

며 총 4개의 잠재변수와 1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

다. 가설모형은 일부 합도 지수들이 권장수 에 미치

지 못하여 모형에 수정을 가하 다. 그 결과 수정모형

에서 지수들이 권장수  이상의 합도를 보여 년기 

부부 응을 설명하기에 합한 모형을 나타냈다.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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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설정한 5개의 경로  총 4개의 경로가 지지

되었다. 즉, 부부갈등이 정감정과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경로, 정감정이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경로, 성역할태도가 부부 응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지지되었다. 성역할태도에 한 부부갈등은 경로가 유

의하지 않았다. 본 구조모형에서 정감정은 부부갈등

과 부부 응의 유의한 매개변수로 나타났으나 성역할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년기 부부 

응을 향상시키기 해서 부부갈등을 감소시키고 부부

간 정감정을 증진시키는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년기의 부부갈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년기의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상자들의 

정감정을 증진시키기 하여 정서  자각과 표 을 

진하는 로그램 개발  수행을 제언한다.

셋째, 년기의 부부 응을 증진시키기 하여 부부

갈등과 정감정, 성역할태도에 개입하기 한 통합

인 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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