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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서정열*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
내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
국의 공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기혼인 장교와 부사관 340명을 조사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332부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군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
상자 중 34.9%는 지난 1년간 아내에게 언어적폭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6%는 배우자에게
신체적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
내폭력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우울은 완전매개효과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들의 아내폭력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하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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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내폭력은 폭력 피해자는 물론, 그것을 목격하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 해체의 요인이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김재엽, 이지현, 송향주, 한샘, 2010). 따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arlson, Harris, & Holden, 1999).
직업군인의 경우 임관시 부여받은 고유특기로 전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사업무를 수
행하기 때문에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낮아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폭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서정열, 2003). 특히, 총기나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인들의 아내폭력은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
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파장효과가 부하 장병들에게 조차 직・간
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직업군인의 아내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높은
아내폭력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 공군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 10%가 아내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는 미국 일
반인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며 가정폭력 문제가 전투력을 저하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
하고 있다. 따라서 미 공군에서는 해마다 3,000만 달러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들의 가
족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의 중요요인으로 음주와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등이 조사되었다(Slep, Foran, Heyman, & Snarr, 2010).
직업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정년 연령이 서로 다르며 일반 기업보다 평균 퇴직 연령이 낮
고 같은 경력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또한 자가 보유율이 18%(국방
부, 2008)로 나타나 상당수가 퇴직 후 주택구입을 위해 장기저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은 공
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는 편견과 어느 정도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소화불량이나 심혈관계 이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더불어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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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Billings et al, 1983; Kanner et al,
1981; Sarasan et al, 1978),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았다(Duman &
Moteggia,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업무에서의 집중력 감소 및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어
조직과 국가 차원의 손실로도 직결된다. 특히, 국방의 최전선에서 중요 임무와 작전을 수행
하는 직업군인들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한 신체와 정신건강은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 상황은 가족들 간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부부관계에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은민, 2007). Anthony(1968)와 김재엽(1998)의 연구는 각각 우울과 스트레스가 아내폭력
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에서의 우울 수준이 폭력
을 하지않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Anderson, 2004).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한 아내폭
력은 피해자인 아내에게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부적응을 겪도록 하며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한다.
이와 같이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아내폭력은 그 영향력이 심각함
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직업군인들이 진급에 관계
되는 가족 문제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직업군인들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사회적인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 동시에 학문적인 연구분야에서도 고립되어 왔으며 사회복지개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여
직업군인들의 정신건강과 가족복지 실천에 대한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
내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우울을 설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직업군인의 아내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군가족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정신건강과 가족복지 향상 측면에서 의의가 있
을 것이며, 나아가 직업군인과 관련된 군사회복지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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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변인의 개념
1) 직업군인의 아내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ives)은 배우자 학대,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
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thrashing),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등의 다양한 명
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모든 신체
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아내폭력은 어느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 혹은 계층에
만 국한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계급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
고 있다(Dobash, 1979).
여성가족부(2010)의 전국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이 무려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가정폭
력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중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아내폭력
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내뿐만 아니라 폭력 현장을 목격하는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내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내폭력 연구는 활발하
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직업군인의 특성상 아내폭력과 같은 사생활도 진급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쉽게 다뤄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공군의 직업군인들을 대상
으로 한 서정열(2003)의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54.5%가 언어폭력을, 27.5%가 경미한
신체폭력을, 그리고 1%가 심각한 신체폭력은 아내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으로 ‘경제생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
나 고통, 위험에 대해 지각하는 곤란정도와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유사
한 개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hardship), 경제적 긴장(strain), 경제적 압박(pressure), 경제
적 불안정성(instability) 등이 있다(장건태, 2008).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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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괴로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최근 1년간 경험한 경제적 요구
나 경제 자원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건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의 정도”로 보고자 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이다. 김의철과 박영신
(2001)의 연구는 학부모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10명 중 4명 정도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즉, 경제적 문제는 부모 모두에게 가장 현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군인
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은 직업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계급별로 차별적
인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최
병순, 문영세, 2006). 장교계급의 진급은 피라미드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도
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급으로 여겨지는 대령까지의 진출율이 8% 정도로 공무원(4급까지
진출율 14%)과 일반기업(부장까지 진출율 49%) 등 타 직군에 비하여 매우 낮으며, 상위계
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급의 정년에 전역하게 된다(박세환, 1998). 실제로 직
업군인들은 사회에 비해 5~10년 정도 조기에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의 곤란과 함께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정선구, 1998). 또한, 군관사 보
급율이 75%(국방부, 2009)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직업군인들은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직업군인의 우울
우울은 가장 일반적인 정신장애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생활 증상이다. 우울증상
은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동기 및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 등을 동
반한다. 사람들은 우울해지면 생활의 활기가 저하되고 모든 일에 의욕이나 흥미가 사라지
며, 슬프게 느껴지는 일과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된다.
우울증상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
는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에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반병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인하여 군인들의 우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군인과 유사한 직무환경과 특성을 갖고 있는 경찰 등
다른 직업군과 비교를 통하여 직업군인의 우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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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ne(1970)은 엄격한 군율 하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개인적 사정이 비교적 고려되지 않
는 환경적 특수성에 병사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종훈과 조주연(1999)의 연구는 군대라는 조직이 특수한 사회이며, 그러
한 특수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우울, 불안, 충동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
다. 즉, 군 조직은 권위주의와 계급주의적 성격을 지니며 강제성과 구속력이 강하고 획일적
인 생활양식을 갖고 있어 군인들이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적 위험에 노출되는 특
수한 환경인 것이다. 실제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진석범(2001)의 연구에서는 군인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울 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다른 직업군의 우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업군인들의
직무환경과 우울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 직업군은 모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
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
다. 그로 인하여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
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과도하고 불규칙적인 업무는 육체적・심리적 피로를 가중
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것이 지속되면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Sparks et
al, 1997; Harma, 2003).
이와 같이 군 조직과 유사한 업무 특수성을 지닌 직업군을 유추하여 볼 때 직업군인들의
우울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군대사회뿐만 아니라 전
체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들의 우울 실태를 실
증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보호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1)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이론은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
고 있다. Farrington(1980)은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시킬 적절한 대
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폭력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
며, Straus 등(1980)의 연구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미국의 남편들이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편들보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김
재엽(1998)의 연구에서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편의 아내폭력률이 낮은 스트레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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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남편들의 아내폭력률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직업군인들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력
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많은 선행연구들
은 스트레스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
고 있다. 김정희(1987)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신체적 증상으로 심장질환 등
각종 심인성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충격,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
발하기도 한다.
특히, 스트레스는 우울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승연 외, 2007; 전겸구 외,
2000). Beck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들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부
적응의 촉발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신수영, 2001).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우종민 등(2004)의 연구도 스트레스가 우울, 좌절, 분노, 공격성 및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직업군인의
심리적 고통과 정신건강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Turner(1995)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으며, Miech & Shanahan(2000)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가장 보
편적인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우울임을 밝혔다.
3) 우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아내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내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우울증세가 나
타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과관계에서 폭력이 원인이 되어 피해대상인 아내의 우
울감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해자의 우울이 원인이 되어 폭력에 영
향을 끼치는 관점에 대한 연구도 있다. Anthony(1968)는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충동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이 발현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DSM-Ⅳ에서는 우울증이 단독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파괴적 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수반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여전히 우울과 아내폭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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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폭력과의 관계를 다른 변수들을 통하여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즉, 직접적으
로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폭력과 유사한 개념을 지닌 변수들이 우울의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주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표출하는 행위’라는 개념의 분노(Thornburg, 1982)와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으
로 상처 내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가진 공격성(Bandura, 1973)을 사용하
여, 우울이 이들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울과 폭력의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도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이미리와 어주경(2000)
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우울을 꼽았다. 김
지경(1995)의 연구도 우울이 폭력가해와 폭력피해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남편들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높은 우울 수
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Gortner et al, 1997; Maiuro et. Al.,
1988). Pan과 그의 동료들(1994)은 우울감이 20% 증가할 때마다 경미한 폭력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30%, 심각한 폭력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74%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인 남편의 우울성향이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써의 우울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사 연구로 임진섭 등(2008)은 자영업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밝혔다. 그 외에 관련 연구들은 스트
레스와 아내폭력간의 관계,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우울과 아내폭력간의 단순관계를
검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외 연구로서는 Julian과 McKenry(1993)가 스트레스와 아내폭
력과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서의 우울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않았다(Cano &
Vivian, 2001).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의 매개요인으로써의 역할에 대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Cano와 Vivian(2001)은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요인으로써의 우울이 경제적 스트
레스와 아내폭력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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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업군인의 우울은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업군인의 우울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확률표본추출방법이 실시되어야 하지
만, 직업군인에 대한 연구는 군 병력 구성을 원칙적으로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의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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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내폭력에 관한 연구이므로 일차적으로 직업군인에게 혼인 및 동
거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는 2008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
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332명이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1) 아내폭력
직업군인의 아내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등(1996)이 개발한 CTS2(Conflict Tactics
Scale 2)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CTS2는 부부간 갈등 해결
에 사용되는 기제를 협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맞도록 심리적 폭력의
언어폭력 문항과 신체적 폭력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해당 항목의 폭력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아내폭력으로 측정하였다. 언어폭력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
을 상하게 했다’로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세게 밀
쳤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혁대, 방
망이 등)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내폭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47로
나타났다.
2)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Lempers(1989)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노자경
(1996)이 번안하여 인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15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내용은 소득 감소, 가족원
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의 어려움, 신용카드 연체, 교육비 지출의 어려움, 레저/여가 활
동 포기, 저축액 감소, 경제적 필요에 의한 가족원의 취업 등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인 사건
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그런 경험 없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응답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
제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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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직업군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1967)이 우울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BDI(Beck's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와 송종
용(1991)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BDI는 총 21개 문항
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원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살
생각과 관련된 2문항을 추가해 총 23문항으로 구성했으며, ‘그런 적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응답 점수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 18.0를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 있어서의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경제적스트레스 실
태, 우울실태, 아내폭력 실태를 알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와 아내폭력과의 영향관계
를 파악하였고, Aroian 검증을 통해서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
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경제
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으
면, 다음 단계에서는 독립변수항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독립변수항에 동시에 투입하
여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나온 변수
들의 비표준화 계수를 통해 Aroian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우울의 매
개효과 검증 단계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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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매개효과 검증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검증(독립변수 -> 종속변수)

2단계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독립변수 -> 매개변수)

3단계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검증(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4단계

Aroian 매개효과 검증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직업군인이 갖는 일반적 특성인 신분, 연령, 복무기간, 교육수
준, 종교에 대한 사항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신분의 경우, 장교가 101명(30.4%), 부사관이 231명(69.6%)으로 부사관의 비율이 장
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64.0%(21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40대
(18.7%), 50대 이상(9.4%), 20대(7.9%)의 순서로 빈도가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30대와 40대
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복무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3.3%, ‘20년 이
상 25년 미만’이 9.1%, ‘25년 이상’이 17.8%로 나타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가 90%에 육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인 경우가 7.9%,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1.0%에 불과한
것은 본 연구가 직업군인의 아내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
상자를 결혼 및 동거로 배우자와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의 경우에는 고졸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대졸(28.0%)과 대졸(26.5%)과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원졸 이상도 17.4%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
력자가 전체의 70% 이상이었다. 복무기간과 교육수준을 함께 고려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전원 고졸 이상의 학력과 10년 이상을 동일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동질성이 높은 집단
이라는 점이다. 종교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63.6%, 종교가 없는 경우가 36.4%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자가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기독교(26.2%), 천주교(21.4%), 불교(14.2%), 그
리고 기타 종교(1.8%)의 순서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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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332)
변

수

신

분

연

령

복무기간

교육수준

종

교

응 답 범 주

N (%)

장교

101 (30.4)

부사관

231 (69.6)

20대

26 (7.9)

30대

212 (64.0)

40대

62 (18.7)

50대 이상

31 (9.4)

5년 미만

3 (0.9)

5년 이상~10년 미만

31 (9.4)

10년 이상~15년 미만

131 (39.6)

15년 이상~20년 미만

77 (23.3)

20년 이상~25년 미만

30 (9.1)

25년 이상

59 (17.8)

고졸

94 (28.3)

전문대졸

93 (28.0)

대졸

88 (26.5)

대학원이상

57 (17.2)

기독교

87 (26.2)

불

교

47 (14.2)

천주교

71 (21.4)

무

교

121 (36.4)

기

타

6 (1.8)

2. 각 변수들의 실태
1) 아내폭력 실태
조사대상자들의 아내폭력 실태를 살펴본 결과,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38.6%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군인 3명중 1명 이상이 적어도 1년에 한차
례 이상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신체적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한 아내폭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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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언어폭력률은 34.9%로 아내폭력의 대부분이 ‘모
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어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폭력 발생률의 경우는 16.6%로 나타나 6명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에게
한 차례 이상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연구들에서
신체폭력률이 평균적으로 약 30%에 이르는 것에 비해(김재엽 외, 2008) 본 연구의 아내폭
력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고학력이며, 일반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 조직에 해당하는 군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병관리 차원에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근절에 대한
교육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무역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3> 아내폭력 실태
(N=332)

유

형

N (%)

전체 아내폭력

128 (38.6)

언어폭력

116 (34.9)

신체폭력

55 (16.6)

2) 경제적 스트레스 실태
본 연구의 대상인 직업군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실태를 살피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2.36(표준편차 0.723)로 나
타났다. 이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인 3보다도 낮지만, 서정열의 2003년도 연구의 2.05
보다도 높게 나타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에서, 직업군인들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스트레
스의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표 4>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제
시되어 있다.
우선, ‘현재의 소득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이 2.88(표
준편차 0.978)로 나타나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임
금의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모든 직업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반적
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지는 자가보유율이 30.4% 수준에 머무르는 것(매일경제, 2007)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군
인 가정에서 ‘필요한 소비’를 위한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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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축액수가 줄었다’라는 문항이 평균 2.84(표준편차 1.107)로 높게 나
타난 사실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문항은 ‘돈이 부족해서 레저활동이나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다’로 평균
점이 2.86(표준편차 1.077)으로 나타났다. 반면, ‘돈이 부족해서 의료 서비스를 미뤘다(1.77)’
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족의 재산을 처분했다(1.78)’,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각종요금을
연체했다(1.91)’의 문항들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군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수록 ‘의・식・주’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보다 여가활동에서의 지출
을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직장인에게 있어 여가 활동이 단순히 소모적이라
는 개념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나
은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정자, 김명준, 2004)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통제된 집단 종사하고 있어 이
미 환경적・업무적으로 여가활동의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표 4> 경제적 스트레스 실태
문

항

(N=332)

평균 표준편차
2.36

0.723

1) 가족의 소득이 줄거나 예상보다 적었다.

2.60

0.983

전체 경제적 스트레스
2) 현재의 소득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

2.88

0.978

3) 돈이 부족해서 배우자가 취업(부업, 아르바이트) 했다.

2.46

1.310

4) 돈이 부족해서 가족원끼리 다투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지장을 받았다.

2.11

0.963

5) 돈이 부족해서 가족원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적이 있다.

2.70

1.026

6) 돈 문제로 교육비(학원비, 책값, 과외비, 등록금 등)를 내지 못한적이 있거나 휴학 또는
2.02
진학을 포기했다.

1.007

7) 돈이 부족해서 레저활동이나 여행을 포기한 적이 있다.

2.86

1.077

8) 돈이 부족해서 각종요금(세금, 관리비,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한적이 있다.

1.91

0.973

9)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2.47

1.070

10) 돈이 없어 병원에서 수술이나 입원하는 것을 미룬적이 있다.

1.76

0.959

11) 돈 때문에 주택 내부수리(벽지, 장판교체, 인테리어 등)를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2.37

1.228

12) 돈이 필요해서 예금이나 보험을 해약해 현금화했다.

2.74

1.239

13)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1.92

1.087

14)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

1.77

0.988

15) 지난 한 해 동안 저축액수가 줄었다.

2.8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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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실태
본 연구의 대상인 직업군인들의 우울 실태를 살피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1.81(표준편차 0.51)로 나타났다. 이는 5
점 리커트 척도의 중간값인 3보다도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5>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5> 직업군인의 우울 실태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

332

1.00

3.61

1.81

0.51

한편, 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t 검
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대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우울이 평균
2.0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에서 1.6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
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분,
복무기간, 교육수준, 거주유형, 종교유무에 따른 직업군인들의 우울평균에는 차이가 없었
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의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점
을 밝혀낸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평균의 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교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표 6> 직업군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실태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Sig.

신분

부사관
장교

231
101

1.780
1.879

.507
.507

.889

.105

연령대

20대(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26
212
62
31

1.672
1.800
1.770
2.059

.648
.470
.461
.508

3.346

.019*

복무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3
31
131

1.406
1.665
1.786

.444
.638
.472

1.732

.127

사후검증

a<d,
b<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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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t/F

Sig.

.525
.449
.540
.509

2.100

.100

1.752
1.841

.451
.535

-1.597

.112

1.874
1.774

.531
.493

1.703

.090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25년 미만
25년 이상

77
30
59

1.822
1.800
1.939

.452
.461
.582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94
93
88
57

1.726
1.802
1.826
1.938

거주유형

관사
비관사

115
217

종교유무

종교 있음
종교 없음

121
211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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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형분석 결과
1)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피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내폭력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신분, 복무기간, 결혼기간, 종교
유무, 거주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 중 명목척도인 신분과 종교유무, 거주
형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항에 통제변수와 경제적 스트레스를, 종속변수항에 아내폭력을
투입하였다. 모델 설명력은 5.2%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스트레스(β=.134)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아내폭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내폭력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 아내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교유무(p<.05)밖에 없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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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Model 1

구 분

B

S.E

β

Sig.

연령

.003

.005

.121

.628

학력

.016

.010

.117

.107

신분1)

-.011

.024

-.036

.645

복무기간

-.002

.005

-.121

.638

결혼기간

-.002

.003

-.085

.570

종교유무2)

-.034

.016

-.115

.038*

거주형태3)

-.014

.017

-.047

.405

경제적 스트레스

.026

.011

.134

.019*

(.028)

*

통제변수

독립변수

R2

.052

Adjusted R2

.028

F(sig.)

2.190

R2 change
*p<.05 **p<.01 ***p<.001
1) 부사관-0, 장교-1
2) 종교 없음- 0, 종교 있음- 1

3) 관사- 0, 비관사- 1

2)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선, 독립변수인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순수한 영향력을 살피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신분, 복무기간, 결혼기간, 종교유무, 거주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모델 설명력은 19.8%이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스트레스(β=.349)는 우울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군인들의 우울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학력(β=.136), 종교유무(β=-.119), 거주형태(β
=.106)가 p<.05 수준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그리고 관사에서 주거하지 않을수록 직업군인들의 우울 정도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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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Model 1

구 분

B

S.E

β

Sig.

연령

.019

.017

.251

.274

학력

.065

.032

.136

.042*

신분1)

.064

.079

.058

.416

복무기간

-

.017

.000

.998

결혼기간

-.006

.010

-.088

.522

종교유무2)

-.125

.054

-.119

.020*

거주형태3)

.113

.055

.106

.039*

경제적스트레스

.245

.037

.349

.000***

(.000)

***

통제변수

독립변수

R2

.198

Adjusted R2

.178

F(sig.)

9.945

R2 change
*p<.05 **p<.01 ***p<.001
1) 부사관-0, 장교-1
2) 종교 없음- 0, 종교 있음- 1

3) 관사- 0, 비관사- 1

독립변수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한
후, 우울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내폭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독
립변수항에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로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신분, 복무기간, 결혼기간, 종교유무, 거주형태를 투입하였다.
3)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표 9>을 살펴보면, 모델 설명력은 7.5%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우
울(β=.171)은 아내폭력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것
은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폭력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7>의 회귀식
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
와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울이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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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있어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Model 1

구 분

B

S.E

β

Sig.

연령

.002

.005

.078

.752

학력

.013

.010

.094

.193

신분1)

-.014

.024

-.046

.552

복무기간

-.002

.005

-.122

.634

결혼기간

-.001

.003

-.070

.636

종교유무2)

-.028

.016

-.095

.087

거주형태3)

-.019

.017

-.065

.245

독립변수

경제적스트레스

.015

.012

.074

.217

매개변수

우울

.048

.017

.171

.005**

(.003)

**

통제변수

R2

.075

Adjusted R2

.049

F(sig.)

2.894

R2 change
*p<.05 **p<.01 ***p<.001
1) 부사관-0, 장교-1

2) 종교 없음- 0, 종교 있음- 1

3) 관사- 0, 비관사- 1

4)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roian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Ζ

ab

=

ab
2
2
2
2
2
2
SE aSE b +b SE a +a SE b

a (비표준화계수) : 경제적스트레스 → 우울
b (비표준화계수) : 우울 → 아내폭력
SE a : 경제적스트레스 → 우울
SE b : 우울 → 아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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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매개변인 검증 3단계
경로
완전매개: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아내폭력

Z

p-value

3.07

0.002**

** p<.01

위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은 Z
값이 3.07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우울이 완전매개효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군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의 검증은 완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우울의 매개효과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홀시 됐던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
적 스트레스와 우울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
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논의와 제언을 함에 앞서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연구 상의 한계를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주제 자체가 민감한 아내폭력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실제와는 다르게 사
실을 축소 또는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내폭력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인으로서의 신분상, 보직 및 진급 등의 이유로 더욱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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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이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 역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군에 국한된 횡단자료 수집과 분
석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간의 인과적 관계에 명확성을 확증하지 못
하고, 단지 이들의 관계를 추정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패널자료 구축과
같은 종단적 접근을 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전체 직업군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의 직업군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직업군인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변수사용
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학문적 의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매커니즘을 보다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 경제적 스트레스와 배우자 폭력간의 직접적 연관만을 다루어 온 반
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키고, 우울이 아내폭력을 증가시킨다
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내폭력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경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아내폭력의 예방과 개입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개입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아내폭력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감 역시 높아지고 우울감이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폭력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군인들의 아내폭력에 대한 개입 시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됨을 의
미한다. 이에 대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군인들의 상당수가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
는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해결을 위한 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
서 살폈듯이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보직 및 진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웃이 같은 근무지에 있어 개인적인 사소한 소문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경향 때문에 자신의 고민이나 우울증세 자체를 숨기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에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통해 정신건
강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 기업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 원조프
로그램(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나 ‘사내 동아리제도’ 및 미 공군의 가족옹호
프로그램(Family Advocacy Program) 등이 지지체계가 될 수 있다. 직업군인들에게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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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센터 등의 설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분
상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업군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안
정된 직업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직업군인들이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군 장기복무 희망자들의 지원동기를 살펴
보면 대부분이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반면 직업군인이 되
면 위탁교육의 기회가 많고 결혼 시 관사가 제공되어 원가족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지원
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복무중인 직업군인
상당수가 전역 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생활하고 노후
를 대비해야 하므로 군생활 내내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무지 여건의 경우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업무환경도 특수함에 따라 재테크
등 실물 경제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적어 많은 수의 직업군인들이 군인공제회 장기저축 등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축만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
육 프로그램 도입과 경제적 스트레스를 격고 있는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대출확대 및 지
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택구입 장기정책 도입 등 직접적인 복지 지원정책을 제공함과 동
시에 휴양서비스, 여가활동 및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
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들이 기존의 일반사회 가정폭력 연구에 비해 아내폭
력률은 낮지만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하 병사들에게는 폭력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하는 당사자로서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 자체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환경에 있는 직업군인들은 아내와의 갈등
상황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를 기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상담사가 근무지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맞춤상담을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가족폭력 방지 교육 및 부부치료 프로그램 진
행을 실시하는 등 특수 조직문화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을 도입하여 간부들도 실제적인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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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Economic Stress among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Seo, Jung You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s of economic stress among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on the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mong them. For this study, 332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were surveyed from Air Force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wing
to the long period of economic recession, the economic stress which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subjectively perceive was high. Second, 34.9 per cent of the subjects inflict
verbal aggression against their wives and 16.6 per cent of the subjects batter their wives
during past 12 months. Third, the economic stress of the surveyed impacts on the IPV
positively, de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 from economic stress to IPV as well.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to prevent and intervene in the IPV of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are suggested.
Key words : occupational military personnels, economic stress, intimate partner violenc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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