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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부부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조사시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장

애인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건강하고 우울감이 

덜한 여성장애인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련 요인에서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과 배우자 음주가 적을수록 결혼안정성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

인의 결혼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적 개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결혼안정성, 부부친밀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major contributing factors that determine the marital stability 

among the disabled women in South Korea. Data collected from 124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analyzed for this purpo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the 

marital instability among the participan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ge, 

welfare receipt, health condition, depression, marital intimacy,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s 

and drinking problem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to the extent of marital stability 

among the disabled women in the total model. Based on the study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such 

as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marital stability of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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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의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비장애

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양자의 문제가 중

첩되어 나타나는 차별과 어려움으로 비장애 여성은 물

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1]. 

여성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장과정 속에서 교육의 기

회, 노동시장의 참여, 주거와 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와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여성장애인

의 이성교제, 결혼, 임신과 육아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 기대되지 않는 역할로 

인식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결혼과 재

생산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가

장 큰 차별과 어려움을 받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2]. 

결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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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의 결혼은 사

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차별의 대상

이 되어온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3]. 이미 학자들은 결혼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언급해 왔다. 장애인에

게 결혼은 삶의 정상화를 실현시키는 과정이자 위축된 

자아를 되찾아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4]. 무엇보다 

결혼 이후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는 삶의 의욕과 재활동

기를 고취시키고 생활의 안정감을 누리게 한다[5]. 이렇

듯 결혼은 장애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자 당

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녹록치 못하

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6]에 의하면 만 18세 이

상의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55.3%이며 여성

장애인의 93.5%가 출산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반

대로 미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과 장애 문제가 46.1%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의 수가 상당하지

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결혼하기는 여전히 어

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이후 여성장애인의 삶은 순탄치 않은데 가정폭

력은 대표적인 문제로 비교적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2].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 밝혀

졌고[4],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9.0%)을 하거나 

별거 상태(1.6%)인 여성장애인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지라도 3분의 1이상이 이혼이나 별거를 심각하게 고민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6]. 무엇보다 심각한 것

은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7]. 

이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객체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결혼생활은 삶에 긍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해결해야 할 다양한 억압 요인들이 

공존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

장애인의 삶을 조명한 연구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이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들이 학문적

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한 여성장애인들의 결

혼안정성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을 밝혀내고 향

후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삶의 문제는 그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

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장애와 여성을 분리해 왔으며, 여

성장애인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돌봄의 대상

으로만 간주해왔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는 주로 건강, 의료, 소득, 고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으며, 결혼이나 가정 내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았다[3].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지

속여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결혼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

로 여겨지는 결혼만족, 결혼행복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

다. 즉, 본인의 결혼생활에 관한 책임감의 강도를 측정

하여 현재 지속되는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결혼안정성은 이혼, 결혼해체, 붕괴 등의 개

념과 연관성은 있으나 구분되는 것으로 이혼을 예측하

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8].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주목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성의 연령, 경제적 상태, 심리적 

특성, 결혼생활의 질, 부부관계 요인, 의사소통과 관련

된 특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9,1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

인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부부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개인 관련 요인

개인 관련 요인은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갖는 일반적

이며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연령, 종교 유무, 결혼

기간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안

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10], 어떠한 영향

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존재하였다[11]. 배우자와 

종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결혼안정성이 다소 낮아진

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종교를 가진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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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안정성이 높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11]. 결혼기간

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길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와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정반

대의 결과물도 존재하였다[8]. 이렇듯 개인 관련 요인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다

소 일관되지 않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2.2 경제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은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과 연관되는 개념으로, 경제력이 뒷받침 될 때 여성장

애인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

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대상자의 치료, 부

양, 보호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특성은 결혼의 불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2]. 또한 가구소득과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결과물이 존

재하며[3], 집 등의 가족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을 해체

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 관련 요인으로 기

초생활수급 여부와 주택의 자가 소유 여부를 채택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2.3 건강 관련 요인

건강은 장애인의 삶과 행복을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건강상태에 관한 만족은 결혼지속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심리 내적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우울감도 결혼안정성

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높은 우

울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하고 가

족 구성원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며 심각할 경

우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에 이를 수 있다[14]. 

2.4 부부 관련 요인

마지막으로 부부 관련 요인은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미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부부친밀감을 

들 수 있는데, 부부친밀감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공유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미 결혼의 

질(quality)은 결혼안정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인 것

으로 확인되었고[10], 부부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평등하

며 민주적일수록 결혼안정성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부가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 

역시 결혼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결

혼안정성이 낮은 반면, 대화나 양보 등 긍정적이고 이성

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5]. 결혼만족도 또한 결혼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자 인식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

도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두 

변인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결혼안정성을 예측

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16]. 배우자의 음주도 

결혼안정성과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언급되는데, 

음주문제가 증가할수록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증가하

고 결혼만족과 안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7].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충남, 전라도 지역의 

여성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여성장애인 단체 실무가 5명으로 구성된 초

점토의(FGI)를 통해 설문 내용을 검토하였고,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한 여성장애인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6월 말까지이며, 총 124명이 참여하였다. 여

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Individual Factors(IF)

Age, Religion, Marriage Duration

Marital

Stability

Economic Factors(EF)

⇨

Welfare Receipt, Residence Type

Health Related 

Factors(HF)

Health Condition, Depression

Marital Factors(MF)

Marital Intimacy,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Spouse Drinking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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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안정성은 결혼을 유지시

키고자 하는 부부의 성향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Booth, Johnson & Edwards[18]가 개발한 결혼

불안정성 지표(Marital Instability Index: MII)를 기

초로 정은희[19]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결혼생활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문항, 부부간의 

유대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정서적·인

지적 문항, 결혼을 와해시키려는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결혼을 후회하는 부정적인 문항 등으로 구성되

었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총점은 12점에서 6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결혼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87이었다.

개인 관련 요인은 연령, 종교, 결혼기간으로 구성되

는데 연령과 결혼기간은 각각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종교는 ‘있음(1)’과 ‘없음(0)’으로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

하였다. 경제 관련 요인은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주거 

형태가 포함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 비수급자는 

‘0’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거 형태는 자가 

소유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

여 사용하였다. 건강 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변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개인

의 건강에 대해 본인이 여기는 생각으로 Lawton, 

Moss, Fulcomer & Kleban[20]이 개발한 건강상태 

자가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총 6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분포하

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3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21]가 개발한 우울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i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20문항을 11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22], Chon, 

Rhee[23]가 번안한 한국판 CES-D Scale를 사용하였

다. 한국판 CES-D는 우울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우울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극히 드

물다(0점)’, ‘가끔 있었다(1점)’, ‘종종 있었다(2점)’, ‘대

부분 그랬다(3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된다. 총점은 0점

부터 최대 33점까지 분포하며, 전체 값을 모두 더해 

20/11를 곱한 총 점수가 16점을 초과할 경우 우울증으

로 의심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16점을 초과한 

경우, 우울군(1), 16점 이하인 경우 정상군(0)으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24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련 요인은 부부

친밀감, 부부 갈등, 결혼만족도, 배우자 음주로 나뉜다.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희[25]가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친밀감, 정서적 친

밀감, 성적 친밀감 등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인

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서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

며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정서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호간에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을 의미하며, 성적 친밀감은 성(性)을 부부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 분포한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96이었다. 다음으로 부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26]가 제

작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강효진[27]의 갈등

책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폭

력 경험이 ‘없다(1점)’, ‘1회(2점)’, ‘2회(3점)’, ‘3~4회(4

점)’, ‘5회 이상(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

은 1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남편으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과 갈등이 많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0.965으로 나

타났다. 이어서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 만족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Norton[28]의 부부 관계 질 지표

(Quality Marriage Index: QMI)를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당사자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지각하는 정

도를 측정하게 되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

되며,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분포한다. 본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4였다. 배우자 음주

는 ‘전혀 마시지 않음(1)’, ‘월 1회 이하(2)’, ‘월 2~3회

(3)’, ‘주 1~2회(4)’, ‘주 3~4회(5)’, ‘거의 매일(6)’로 구

분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였다. 여성장애인

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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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미

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

식을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VIF

값은 10 이하로,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검정을 통

한 잔차 분석 값은 2에 가깝게 나와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상관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총 1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령은 30대 이

하 24명(19.4%), 40대 35명(28.2%), 50대 40명

(32.3%), 60대 이상은 25명(20.2%)이며, 평균 연령은 

49.69세였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는 91명(73.4%), 없

는 응답자는 33명(26.6%)으로 종교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았다. 결혼 기간은 평균 255.38개월(21년 3개월)

이며, 구간별로는 30년 이상(39명, 31.5%)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요인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38명(30.6%)이며,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

하는 응답자는 49명(39.5%)이었다. 응답자의 우울정도

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의심군은 61명(49.2%), 정상군

은 63명(50.8%)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우울 문제가 

심각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Table 1. Demographic &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otal 124 100.0

IF

Age

under 30s

40s

50s

over 60s

24

35

40

25

19.4

28.2

32.3

20.2

Mean(SD) 49.69 (11.90)

Religion
Yes

No

91

33

73.4

26.6

Marriage

Duration

(years)

Under 9

10～19 

20 ～29 

over 30 

24

36

25

39

19.4

29.0

20.2

31.5

Mean(SD) 255.38 (155.10)

EF

Welfare

receipt

Yes

No

38

86

30.6

69.4

Residence

Type

self own

rent

49

75

39.5

60.5

HF Depression

depression

normal

61

63

49.2

50.8

Mean(SD) 9.68 (6.42)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은 최소 

12.00에서 최대 60.00까지 분포한 가운데, 평균 40.65

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평균 19.01점으로 최소 

6.00점에서 최대 30.00점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부부

친밀감과 부부 갈등은 각각 평균 46.19점, 18.73점으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부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결혼만족도는 최소 6.00점에서 최대 30.00

점까지 분포한 가운데 평균 18.75점이었다. 배우자 음

주는 평균 2.69점으로 최소 1.00점에서 최대 6.00점까

지 분포하고 있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Categori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Marital stability 124 15.00 60.00 40.65 8.79 -.463 .684

Health condition 124 6.00 30.00 19.01 5.34 -.069 -.149

Marital intimacy 124 19.00 69.00 46.19 9.35 .054 .402

Marital conflict 124 15.00 75.00 18.73 8.96 .094 1.323

Marital satisfaction 124 6.00 30.00 18.75 5.57 -.113 -.292

Spouse drinking 124 1.00 6.00 2.69 1.57 .3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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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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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055 1 　 　 　 　 　 　

3) .094 .224* 1 　 　 　 　 　

4) .010 .860*** .124 1 　 　 　 　

5) -.025 .223* .154 .298** 1

6) .202* .140 .039 .180* .358*** 1

7) .596*** -.240** -.071 -.200* -.094 -.004 1

8) -.553*** -.032 -.093 -.007 -.110 -.011 -.503***　 1　

9) .666*** -.053 .106 -.056 .060 .097 .448***　 -.411***　 1

10) -.475*** .044 -.134 .050 -.120 -.142 -.325*** .409*** -.303** 1

11) .675*** -.140 .170 -.100 .084 .182* .418*** -.416** .753*** -.376*** 1

12) -.630*** .037 -.106 .013 .004 -.147 -.480*** .359*** -.516*** .395*** -.567*** 1

1) Marital Stability  2) Age  3) Religion  4) Marriage duration  5) Welfare receipt  6) Residence type  7) Health condition

8) Depression  9) Marital intimacy  10) Marital conflict  11) Marital satisfaction  12) Spouse drinking

4.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 간

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

과, 결혼안정성은 주거형태(r=.202), 건강상태(r=.596), 

부부친밀감(r=.666), 결혼만족도(r=.675)와 유의한 정

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r=-.553), 부부갈등

(r=-.475), 배우자 음주(r=-.630)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우울(r=-.503), 부부갈등

(r=-.325), 배우자 음주(r=-.480)와 부적 상관을, 결혼

만족도(r=.418)와는 정적인 상관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부친밀감은 부부갈등(r=-.303)과 배우자 음주

(r=-.516)와는 부적 상관을, 결혼만족도(r=.753)와는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은 배우자 음주(r=.395)와는 정적인 

상관이, 결혼만족도(r=-.376)와는 부적상관이,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음주(r=-.567)와는 부적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개인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부부관련 요인으로 구성된

다.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연령, 종교, 결혼기간이 포함

되며, 경제 관련 요인은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주거 형

태로 구성된다. 건강 관련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이, 부부 관련 요인으로는 부부친밀감,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배우자 음주가 포함된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는데 개인 관

련 요인에서는 연령(β=.303, p<.01)이, 경제 관련 요인

에서는 기초생활수급(β=-.132, p<.05)과 주거 형태(β

=.126, p<.05)가, 건강 관련 요인에서는 건강상태(β

=.242, p<.01)와 우울(β=-.1440, p<.05)이, 부부 관련 

요인에서는 부부친밀감(β=.198, p<.05), 부부갈등(β

=-.130, p<.05), 결혼만족도(β=.246, p<.01), 배우자 

음주(β=-.163, p<.05)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자가를 소유할수록, 건강하고 우울감이 덜한 여성장애

인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부부 관련 요인에서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

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으며, 부부갈등과 배우자 

음주가 심각할수록 결혼안정성이 약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비

교한 결과,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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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는 연령, 결혼만족도, 건강상태, 부부친밀감 

순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의 설명력은 72.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F=27.031, p<.001).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Categories B β t

IF

Age

Religion

Marriage

duration

.224

-.687

-.008

.303

-.035

-.138

2.918**

-.648

-1.356

EC

Welfare

receipt

Residence

type

-2.498

2.264

-.132

.126

-2.320*

2.300*

HF

Health

condition

Depression

.399

-.196

.242

-.144

3.639**

-2.264*

MF

Marital intimacy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Spouse drinking

.186

-.127

.388

-.910

.198

-.130

.246

-.163

2.511*

-2.236*

2.919**

-2.480*

constant 3.029** R2 0.726

F 27.031*** Adj. R2 0.700

*p<0.05, **p<0.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

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관련 요인 중 연령 변수만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

령을 중요한 변수로 꼽았던 선행연구의 결과[11,29]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 초기와 달리 결혼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역량을 

갖게 되면서 결혼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경제 관련 요인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주

거 형태 모두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상황이 뒷받침될 때 안정적

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생활만족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10,11,30]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장애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에서 장애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은 결혼 안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건강 관련 요인인 건강상태와 우울은 결혼안정

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건강할

수록,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결혼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일상적인 기본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밝힌 연구 결과들[3,12]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부 관련 요인인 부부친밀감, 부부갈등, 결혼

만족도, 배우자 음주 모두 결혼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을수

록, 부부갈등과 배우자 음주가 적을수록 높은 결혼안정

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

생활의 질이 결혼안정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임을 

다시금 증명한 결과다. 동시에 부부간에 서로 친밀하고 

갈등을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16-18].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결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보장하는 기

본적인 경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0.6%로 높은 수준이었고,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6]

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

로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

은 장애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수당과 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장애

등급과 일정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

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주거 안정화 및 주택 보급 

정책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궁극적인 방안은  지속 가능

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된 취업은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의를 갖는다. 안

정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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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업종 개발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 증진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이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3,15], 본 연구에서

도 평소 우울감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장애와 신체적 노화로 여성장애

인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병원의 수를 점진적

으로 확대하고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비 지

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동에 어려움을 갖

는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활

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결혼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

거나 부부 간에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배

우자의 음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와해되지 않도

록 도움을 주는 상담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

다. 지역사회 안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족을 돕는 다차원

적인 안전망 구축은 이들이 우리 사회 속에 뿌리를 내

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서비스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여성장애인

의 결혼안정성을 규명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서 장애인 가구의 결혼생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단체에 한정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포

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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