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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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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편의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 및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
형을 통해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자기노출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혼 남성 328명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감정적 자기노출 척도 및 결혼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에서의 만족을 더 크게 경험하며 자기노출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 자기노출이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며 자기노출은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지만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자기노출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유연한
성역할 태도와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 결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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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웰빙(well-being) 열풍은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
부 관계의 측면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과거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의 주요한 관심사
였다면 최근에는 결혼생활의 안정성 보다 부부
간의 친밀감과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9). 또한 조부모,
형제,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 확장된 가정의 형
태가 과거의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라면 현대
에는 부부와 자식으로 한정되는 소규모 가족형
태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비중이 어느때 보
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 내 부부
간의 관계는 현대에 와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부부관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러 연
구들에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성적만족도, 의사소통,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
출 등이 제안되었다(최규련, 1984; 변경애, 1994;
윤경자, 1997; 이신숙, 2000; 김지현, 황옥경, 최희
철, 2005; 김태현, 박주희, 2005; 박영화, 고재홍
2005; 박태영, 2005; 이은아, 2006).
결혼이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합
하여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 남편
과 아내는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연적
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바탕으로 한 역할 수행이
기대 된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규
정할 때 자라나는 동안 학습되고 내면화된 역할
규범과 사회적 통념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
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남, 여로서 내면화된 역
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성역할 태도라
한다(Osmond, Martin, 1975). 호주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전통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가정의 주

요한 수입원이자 결정권자의 역할을 맡아 왔으며
아내는 가사를 전담하며 양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
며 기혼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구분을 희미하게 하고 부부가 다양한
가정 내 일들에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
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렇게
보수적인 성역할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부부
관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성역할 태도와 함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수용적인가
또는 거부적인가 하는 태도의 표현이며, 개인
적으로 그 스스로가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
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
다(Coopersmith, 1967).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이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배우
자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다(박영화,
고재홍, 2005).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
신이 인정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상대방을 이해
하기 어려워 부부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
를 형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9). 또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
부들은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배우자에 대한 불
평과 비난이 잦아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
는데 어려움을 겪는다(Satir, 198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
로는 자기노출을 들 수 있는데 자기노출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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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주변상황에 대해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
내는 것을 의미한다(Jourard & Lasakow, 1958). 이
러한 자기 노출이 증가하면 결혼만족도가 증가
하며(Jorgensen & Gaud, 1980) 자신의 감정뿐만 아
니라 배우자를 더 잘 이해하며 결혼생활의 문
제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Hendrick, 1981).
즉, 자기노출은 부부 상호간의 신뢰를 드러내어
친밀감을 형성시켜 부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교현, 1992; 변경애, 1994). 또한, 남
편의 자기노출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부인의 자기노출은 남편의 결혼만족도
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Davidson,
Balswick & Halverson, 1983) 자신의 자기노출 정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기노출 정도도 결혼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밝혀졌지만 이들과 관
련된 연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을 뿐
각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
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 자아
존중감, 자기노출과 같은 변인들이 서로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변경
애, 1994; 박수애, 조은경, 2002)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성
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과 같은 변인
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성역할 태도와 자기노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Derlega와 Chaikin(1976), Rubin, Hill과
Schetter(1980)은 자기노출에도 성차가 있다고 하
였으며 또한 Lavim과 Lombardo(1984)는 성별 자
체가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쳐

성역할의 기대에 따라서 자기노출의 차이가 나
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노출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자기노출이 다
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자신감
을 갖게 해주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생
활을 하게 한다(김교헌, 1992).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노출을 많이 하
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자기노출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가 정형화 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보이며(Block, 1973),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며(임정빈, 정
혜경, 1997) 성역할 갈등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
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김지현, 최희
철, 2007). 반면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유연할수
록 본인의 자아 개념이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
도 존재한다(Antill, Cunningham, 1979; 박수애,
조은경, 200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서로 상관이 있으며 이들이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한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결혼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
은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등 여러 요
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연구 대상도 주로 접근
가능성이 비교적 용이한 아내에게 집중된 경향
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남
편을 중심으로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
노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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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부부간의 상호이해를 돕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
출 및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이 자기노출을 매개로 하여 결
혼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성역할태도가 유연할
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
으며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 자기노출
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기노출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자기
노출을 많이 하면 본인의 배우자도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
각이 아내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혼만족도를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남
편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남편의 자기
노출을 증가시키고 배우자의 자기노출 정도에
대한 지각을 증가시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아존중감, 성
역할 태도가 자기노출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한다.
다만 남편의 성역할 태도나 자아존중감이 남
편이 지각하는 아내의 자기노출 정도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기 보다는 본인의 자기노출 정도
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실선은 본 연구에서 가정되
는 경로를, 점선은 배제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대구, 경북 및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성이다. 총 440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403부가 회수
되었다. 회수율은 약 91%였으며 회수된 설문
지 403부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75부를
제외한 총 328부의 응답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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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
기노출,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
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 중 x , SRMR, GFI, C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AMOS 20을 사용
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은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
다.
2

성역할 태도 척도
성역할 태도 도구는 Osmond 등(1975)의 Sex
Role Attitude(SRA) Scale을 기초로 문영표(1989)가
수정 보완한 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에 대한 응답은 1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인 태
도를 나타낸다.
즉, 총점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다. 신뢰도는 문영표(1989)의 연구에서는 .82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다.

감정적 자기노출 척도
남편의 자기노출과 지각된 배우자의 자기노출
측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alswick(1975)의 감
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척도와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척도를 변경애(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노출이 많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변경애
(1994)의 연구에서의 자기노출에 대한 신뢰도는
.77∼.86 이였으며, 같은 척도를 사용한 정은미
(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자기노출에 대한 신
뢰도는 .87,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에 대
한 신뢰도는 .90이였다. 박혜련(2011)의 연구에서
의 자기 노출에 대한 신뢰도는 .77∼.88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의 자기노출의 신뢰도는 남편의
자기노출은 .90,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
은 .91이였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Roach(1981)가 제작
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이인수와 유영주
(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본래 73문항이었으나 Bowden
(1982)이 타당도 연구를 통해 48문항으로 재구성
한 것을 국내에서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번안
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
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96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
Coopersmith(1967)가 제작한(Self-Esteem Inventory)
연구결과
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과 결혼만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신뢰도는 강 족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구(1986)의 연구에서는 .86, 본 연구에서는 .81로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과 결혼만족
나타났다.
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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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 남편의 자기노출,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은 상호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28)

주요 변인
1. 성역할 태도
2. 자아존중감
3. 남편의 자기노출
4.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5. 결혼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3.21

.50

2.81

.30

3.10

.60

3.26

.59

3.60

.60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 결혼만족
도의 구조모형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가 자기노출을 매개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모형에
서는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가 남편의 자기노출
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만족도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남편의 자기노출이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직접적으로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
치고 이를 통해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각 경로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가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표 3과 같으며 제안 모형의 모수추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제안 모형은 최초의 완전 모형에
비해 부합도가 4.822만큼 감소하였지만 부합도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들의 총점은 성역
할 태도는 85점, 자아존중감 100점, 자기노출 80
점, 결혼만족도는 240점이며 자아존중감, 자기노
출, 결혼만족도 모두 총점이 클수록 높은 것을 의
미하며 성역할태도는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다.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 결혼만족
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역할 태도, 자
아존중감, 남편의 자기노출, 지각된 아내의 자기
노출은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태도, 자아존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 (N=328)

1.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
2. 자아존중감
3. 남편의 자기노출
4.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5. 결혼만족도
1.

2.

자아존
중감

3.

남편의
자기노출

4.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5.

결혼
만족도

1
.280**

1

.125**

.245**

1

.160**

.196**

.549**

1

.332**

.540**

.362**

.40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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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초모형과 제안모형의 적합도

모형
제안모형

NPAR

x2

df

SRMR

GFI

CFI

TLI

13

4.8

2

.0307

.994

.992

.958

RMSEA
.066
(LO.000 HI.143)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p＜.05, **p＜.01)

(

그림 2. 제안모형의 모수추정결과

감소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p=.09) 것으
로 나타나 부합도의 차이 없이 간명성이 좋은 모
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모형이 더 타당
한 모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SRMR이 .05이하로 양호한 모델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GFI, CFI, TLI 모두 .90이상으로
양호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도
.08이하로 적정한 모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RMSEA의 상한값이 .1을 넘긴 하지만 모델의 변
인의 수가 작고 자유도가 작은 경우에는 RMSEA
상한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RMSEA 값보다는 CFI 값 등을
중심으로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문수백, 2009) 본 모형이 전반적으로 자료에 부
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제안모형의 경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는 각각 .426, .164로 나타났으며 자아
존중감이 남편의 자기노출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227, 남편의 자기노출이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는 .548, 남편의 자기노출
과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는 .103, .247로 나타났다. 반면 성
역할 태도가 남편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효과는
.06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모델의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으로
직,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각 변수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앞서 설명된 경로들을 제외한 경로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자기노출을 통해 지각된 아
내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25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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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분해표

관계 변인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성역할태도
--->
성역할태도
--->
성역할 태도
--->
남편의 자기노출
--->
남편의 자기노출
--->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

남편의 자기노출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결혼만족도
남편의 자기노출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결혼만족도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총효과

직접효과

.227**

.227**

간접효과

.125**

.125**

.480**

.426*

.061

.061

.054**

.034

.034

.179*

.164*

.548**

.548**

.208**

.103*

.247*

.247*

.015

.135**

＜

＜

*p .05, **p .01

한 자아존중감이 자기노출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4이다. 각 수치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 성역할 태도가 남편의
자기노출을 통해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에 미치
는 간접효과와 성역할 태도가 자기노출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다. 남편의 자기노출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1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남편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
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과 결혼 만족도와
의 관계를 밝히고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이 남
편의 자기노출 및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을 매
개로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남편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남편의 자기노출, 지
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
은 모두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남편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또한 자
아존중감과 활력적인 결혼생활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자신
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며, 특
히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박
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성역할 태도도 또한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어서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
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윤경자(1997)의 연구를 지지하며 특히 남편이 보
수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
지고 있을 때에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
다고 하는 연구들(최규련, 1993;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과 유연하고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
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김태현, 박주희
(2005)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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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노출 또한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노출이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며(Cozby,
1973), 이러한 자기노출을 통해 부부 서로간의 심
리적 안정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만족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이 친밀감을
형성시켜 부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변경애(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적절한 자기
노출을 하는 부부가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정은미
(199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인 자아존중감, 성역
할 태도가 자기노출을 매개로 결혼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을 검증
한 결과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으로
또는 자기노출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제안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
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남편의 자기노출과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자
기노출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자기노출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리고 지각된 아내의
노출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이 결혼만족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바이다. 자아존중감이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자기노출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편의 경
우 스스로를 보다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반응으로써 아내도 또한 자신을 더 많이 노출
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본인의 결혼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유연할수록 남편의 결
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보수적 태도를 지닌 남편
보다 부부관계를 보다 평등한 상호보완적인 관계
로 보는 태도를 지닌 남편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부관계의 갈등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
하는 남편의 경우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
적으로 더 권위적이고 아내에 대한 배려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분담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아내의 자기실현 및 사회참여 욕구, 가사노동의
분담 요구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충돌은 부부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
으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결혼만족도가 낮아
질 것이다. 반면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자기노출
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지만 성역할 태도가 자
기노출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의 기대에 따라서 자기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긴 했지
만 성역할 태도가 자기노출 정도의 차이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성역할 태도
자체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보수적인 성역할 태
도를 고수하는 남편들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목
적을 자녀의 양육과 가정의 유지와 같은 보수적
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이러
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징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남편
의 자기노출간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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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r=.125) 이
는 성역할 태도가 자기노출의 정도와 관련이 있
다는 Robin 등(1980)의 연구나 남편의 성역할 태
도가 유연할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는 변경애
(1994)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
들의 경우 비록 자신이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을 잘 드러낸
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에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자기노출 정도에 관
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자기노출과 아내의
자기노출은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자기노출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내의 자기
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비록 남편의
자기노출과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이 결혼 만족
도에 주는 영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자기
노출 총효과 .208,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총효
과 .247)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이 남편의 자기
노출 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스스로가 자기노출을 잘 하
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의 자기노출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자신
은 자기노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본인의 자기노출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덜 미치지만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의 경
우에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내의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
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
은 남편의 자기노출과 지각된 아내의 자기노출
과의 상관(r=.549)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해석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에 아
내들의 자기노출과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자기

노출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부간의 자기노출을 통한 의사표
현과 신뢰감 구축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기노출을 통해 결
혼생활의 행복이나 만족 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자기노출이 아내의 자기 노출을 야기하며 이러
한 자기노출이 부부간의 상호 신뢰를 드러내고
또 향상시켜 부부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부관계 및 원만
한 가정생활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적
절히 노출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 훈련과 같
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방법을 익히고 향상시킬 필요성도 대두 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의 행복한
결혼생활 유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부
부간의 관계를 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남편
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적절한 수준의 자기노출
을 통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부부 상대방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적으
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만족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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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Self-Esteem on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Mediation of Self-Disclosure

Lee, Jung-Eun

Lee, Yoon-Hyou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husbands’ gender role attitudes, self-esteem, selfdisclosure and the husbands’ perceived self-disclosure of the spous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o do so, 328
married men were t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husbands’ self-esteem,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disclosure
affected the level of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Those with higher self-esteem and those with more
self-disclosur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arital satisfaction rates. Those with mo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showed significantly lower marital satisfaction rates. The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 self-esteem level
and gender role attitudes had direct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It also showed that the
self-esteem level indirectly affected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through the self disclosure level.
Husbands self-disclosure level also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the perceived
self-disclosure of the spouse.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more flexible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disclosure as well as self-esteem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husbands.
Key words : Gender Role Attitudes, Self-Esteem, Self-Disclosure, Marit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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