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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부모를 부양하는 농촌 중년 여성들의 노인 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
구로서, 시부모 부양 농촌 중년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요인들(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속성과 주변의 상황적요인 그리고 부양스트레스 하위 요인들)과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경주시 거주 영농 종사자
가운데 생활 개선회 회원으로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5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여성들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15.4%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시부모 부양스트레스는 며느리 순위와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
이가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며느리의 학력, 며느리 순위 그리고 1일 평
균 부양시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시부모부양 스트레스와 며느리 정신건
강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며느리의 정신건강 수준은 부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
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시부모 부양 농촌 중년 여성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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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부양 및 보호문제가 중
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은 아직까
지 사회부양보다는 가족부양에 의존해 있는 실정으로, 노인부양의 주 책임자는 며
느리나 부인 등 여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에 대한 전체 수발률은
74.0%로 그 중 50.9%가 가족수발, 23.1%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발의 주 책임자는 며느리(35.1%)나 부인(31.5%) 등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정경희, 2001).
노화로 인하여 부모가 심하게 의존적이 되어 누군가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
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들은 대부분 40-50대의 중년으
로서 그들 역시 건강과 경제적인 면 등에서 감소를 경험하는 시기에 처해있으므로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욱 더 클 것이다. 중년기는 많은 생리적 변화
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특히 중년여성들은 폐경과 노화현상 같은 민감한 신체적‧정
신적 변화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비(65세 이상)는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에는 10.1%, 2020년에는 21.3%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층, 2003). 그러나 농촌의 경우
는 2002년 41.5%로 더 심각한 실정이다. 196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에 따른 젊
은이들의 이농향도 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은 고령화, 여성화되어 여성의 농업참여비
율은 1980년 42.6%에서 1990년 47.3%, 2000년에는 47.8%로 증가하였으며(농촌진흥
청 농촌생활연구소, 2002), 농번기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시간은 1일 평균 9.6시간이
며, 가사노동 시간은 3.6시간으로 1일 평균 13.2시간씩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 200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2002)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의 노인 부양실태가 도시의 5.1%보다 훨씬 높은 13.4%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농촌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함께 농
촌사회의 차별적인 가부장제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매우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부모를 부양하는 농촌 중년여성들의 시부모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그리고 며느리들의 정신건강은 시부모부양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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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요인과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시부모부양 며느리 가운데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정신건강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부모 부양 며느리들을 위한 사회사업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특징과 정신건강
중년기를 구분하는 것은 학자마다 달라서 Duvall은 막내자녀 결혼 이후부터를
중년기라 하였고, Tilker는 40세경부터 중년이 시작되지만 나이보다는 삶의 내용 즉
자기자신의 경력, 가족주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 중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Havighurst(1972)는 중년을 대략 35세부터 60세까지로 구분하
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하며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
끼는 시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김종서 등(1982)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중년
기를 35세에서 60세로 규정하였고, 김재은(1982)은 중년기를 안정과 불안의 시기일
뿐 아니라 변화와 재 적응이 요구되고 또한 성취의 시기이기도 하며 인습적으로 40
세에서 60세까지라고 하였다. 김정곤(1983)은 중년에서의 심리적 육체적 변화과정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3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으
로 정의하고 있다. 성인기가 신체적 능력면에서 절정을 이루는 건강과 쾌적의 시기
라면, 중년기는 정신적 능력면에서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서봉연‧유
안진, 1985). 중년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 중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갖는 시기이며
재 적응을 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이기도 하여 이 시기를 제 2의 전환기라고도 한다.
중년기는 또한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 빈 둥우리처럼 되는 시기이다(이소우 외,
1987). 따라서 빈 둥우리 시기 또는 자녀의 진수기라고 부른다. 또한 중년기는 부부
가 남녀의 결합이라는 의식보다는 동료의식이 발전되어 동반자 의식의 결실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체에 많은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년기
여성들은 폐경과 노화 현상 같은 신체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갖는다. Les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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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uger는 폐경은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의 변화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변
화이며, 젊음과 매력의 상실과 함께 노년기로 이행함으로 인해 깊은 상실감을 갖는
다고 하였고, 이길홍은 여성들이 폐경을 생식기간의 종결과 더불어 성적매력의 종
결 및 성 능력의 종말로 생각하는 한, 중년기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깊은 자체 내적
반응으로 심한 정서, 심리적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년기의 또 하나
의 특징은 중년의 위기를 들 수가 있다. 이 중년의 위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빠른데
이는 여자의 나이 35세 이후는 막내를 학교에 보내는 시기이며 불신의 위험이 시
작되면서 다루기 힘든 아내로 변하기 쉬운 나이이고, 또한 생리적으로 임신가능성
이 저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생에 대
한 중년의 시각을 변화시킨다(박혜순, 1990).
중년기는 자아에 대하여 재정의를 내리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많은 변화에
대한 재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원숙기로써 사
회인으로서의 책임수행, 배우자 및 자녀와의 인격적인 유지관계, 경제적인 생활수
준의 유지, 부모로서 또한 사회의 윗사람으로서 알맞은 역할과 도리의 수행, 건전
한 여가활동의 발전, 노부모 부양, 자신 및 가족의 건강보호,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
의 수용 및 적응 등의 많은 발달과업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세대간의 다리역할을 하는 시기로 젊은 세대에는 책임을 느끼고, 윗 세
대에는 자녀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양쪽에서 협공 받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년기에 있어서 남성들은 직장을 중심으로 보다 폭 넓은 자기 개
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한 주부로서 많
은 책임을 지고 가정에 얽매어 생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고독감, 상실감등으로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경
험하게 된다. 특히 중년여성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 즉 폐
경과 겹쳐 우울, 불안, 자아상실감을 극심하게 느끼며, 노화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
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년기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일부
중년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체 중년여성들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
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상태는 본인의 안녕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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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여성과 노인부양문제
농촌의 여성들은 농민이라는 직업적 지위와 가정주부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두 개의 지위를 가진 여성들은 농업생산노동 및 가사, 자녀교육, 부모부양 등의 재
생산 노동을 겸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태호 외, 1994). 농가여성의 농
업생산에 대한 참여정도는 농업노동 투하시간 중 여성노동 비율로 확인된다. 농촌
여성들의 노동투하량은 <그림 1>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우리
나라 농가는 농사일의 절반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농업노
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과 농작업 환경의 미비로 요통, 관절염 등 농업병은
증가하고 있다(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 인구 증가와 농업노동 참여 등으로 인하여 농촌여성들의 역할은 변화
했다. 과거 여성의 역할은 가정유지 활동과 농업생산 활동이 전부였는데 현재는 가
정생활, 농외소득, 농업생산, 농업경영,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권 등이 확대되고 있
다(한국여성농민 연구소, 1997). 이러한 여성의 농업노동증가 등 다양한 역할증대에
도 불구하고 농촌여성들은 농업생산의 주인은 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여성들은 농작업과 가사의 이중역할로 인한 과중한 역할부담과 함께 급속한
사회변화와 도․농간 문화격차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과 그리고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도시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
대적 박탈감에 더하여 도시로 떠난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시부모를 모셔야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더욱더 과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의 노인세대는 젊
었을 때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자신의 노후대책이 미흡하여 자녀에게 경
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농촌노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농촌은 고부간의 갈등을 당연시하여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인내해
온 문화적 전통성 때문에 노부모 부양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부모나
자녀세대의 노력은 부족하였다(농촌진흥청, 1997).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시부
모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은 도시와의 비교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다
른 형제나 가족원들이 농촌거주 며느리들의 시부모 부양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이
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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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2002),「통계로 보는 오늘의 농촌여성 : 일과 생활」, p. 15.

<그림 1> 농촌여성의 노동투하율

3.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불안, 두려움, 불편감, 정서적 긴장을 초래하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한다. 그
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고도의 기술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적 특성 때문에 제반 사
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또한 물질 문명의 극대화로 인하여
비인간화 현상이 만연되어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
로 스트레스는 인간의 적응 한계를 훨씬 넘어 인류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병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Melson, 1980).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생활사건은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 생활변화와 정신질환과의 관계는 단정지을 수
는 없으나 부분적인 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현주, 1992).
Maddi(1981)는 스트레스성 사건들과 다른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
불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설명에서 스트레스성 사건들은 유기체를
환기시키거나 긴장을 증가시키며, 장시간 계속된 긴장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질
병이나 파괴의 다양한 증상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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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중재변인으로 체질과 인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요인을 고려하였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정서장애를 느끼게 된
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는 원
래는 정신병리학적인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노인부양으
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심하면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정신증상을 야기 시키며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
다(최정화, 2003). 따라서 인생 중반에 들어선 농촌 중년 여성들이 많은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함께 노인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면 개인의 건강과 안녕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파괴되고, 중년기에 수행하
여야 하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의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연구과제 및 조사방법
1. 연구과제
이 연구는 시부모를 부양하는 농촌중년 여성들의 노인부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수준 및 노인부양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에 근거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① 시부모부양 농촌여성의 개인적 속성(연령, 학령, 종교, 며느리 순위 등)과 주
변의 상황적 요인(노인 부양기간, 1일 부양시간, 노인과의 동거여부 등)에 따라서
부양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② 시부모부양 농촌여성의 개인적 속성(연령, 학령, 종교, 며느리 순위 등)과 주
변의 상황적 요인(노인 부양기간, 1일 부양시간, 노인과의 동거여부 등)에 따라서
부양여성의 정신건강은 차이가 있는가?
③ 부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시부모부양 농촌
여성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과 부양스트레스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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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정신건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들인
가?
2. 조사도구 및 주요변인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부양스트레스
노인부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山根律子․池 弘子(1992), Barner(1992)
등이 노인부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에 근거하여 송현애(1993)가
재구성한 노인부양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부양에 따른 ‘사생
활제약’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 ‘경제적’스트레스, 그리고 ‘죄책감’의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에 따
라 1-전혀 그렇치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의 값이 사생활제약스트레스, .89,
육체적 정신적’스트레스, .89, 경제적스트레스, .84, 그리고 죄책감, 55로 나타나 대
체적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2) 정신건강
농촌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oldberg(1972)가 개발한 GHQ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신선인(2001)이 한국판 일반정신건
강척도(KGHQ-20)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GHQ는 정신질환자의 선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평점도구로서, 이를 통해 정
신질환의 가능성을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KGHQ-20은 ‘불안’을 측정하
는 5문항, ‘우울’을 측정하는 4문항, ‘사회적 부적응’을 측정하는 10문항, 그리고 ‘외
출빈도’를 측정하는 1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
도에 따라 0-전혀 그렇치 않다, 1-그렇치 않다, 2-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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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의 채점 방식은 ‘GHQ scoring'을 사용하였다. ‘GHQ scoring’은
정신질환 위험군의 선별이나 정신건강수준의 측정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응답항목에 대한 배점은 0-0-1-1(0-전혀 그렇치 않다, 0-그렇치 않다, 1-그
렇다, 1-매우 그렇다)이며 총점의 최대점수는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 이 연구에서의 KGHQ의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의 값이.82이며, 각 하위변인에 대한 Cronbach's Alph의 값은 모두 .63에서 .78
사이를 나타내어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
이 조사의 대상자들은 경주시 거주 영농 종사자 여성 가운데 생활개선회 회원으
로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5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여성들이다. 조사는 생활개
선회 모임에서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직접 설문에 답하는 집합
조사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1월 2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회수된 총 232부의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38부를 제
외한 194부를 채택하여 자료처리를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원변량분
석, t-test,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Ⅳ. 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의 범위는 35세에서 60세까지이었으며, 40대 초반이 66명
(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 후반이 25.8%, 50세 이상이 23.2%, 40세
이하가 17.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학교 졸업이 전체의 41.2%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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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33.0%, 초등학교 졸업이
22.2%, 그리고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3.6%로 나타났다.
종교를 보면 불교가 147명(75.8%)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기
독교가 7.7%, 천주교가 1.0%,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15.5%로 나타났다. 결
혼상태를 보면 응답자의 96.4%가 부부가 함께 정상적인 혼인생활(96.4%)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3.6%는 사별, 이혼 또는 별거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며느리 순위는 외며느리가 18.6%, 맏며느리가 53.6%, 둘째 며느리 이상이 27.8%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4.0%는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었으며,
16.0%는 별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수준
<표 1>은 며느리들이 느끼는 부양스트레스의 각 하위 차원별 점수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며느리들은 각 하위 차원별
부양 스트레스 가운데 죄책감(2.64)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은 육체적․ 정신
적 스트레스(2.43), 사생활 제약 스트레스(2.37),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2.05) 순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며느리들의 부양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개입전략에서는 특
히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며느리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며느리들의 정신건강 점
수는 최저 0점에서부터 최고 20점까지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정신건강평균 점수는 7.74(표준편차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도구에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점인 분할
점을 선행연구(신선인, 2001)에서 제시한 분할점에 근거하여 13점으로 잡았을 경우
조사대상자의 15.4%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대학생집단의 17%와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의
25.1%(이은희, 2003)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부모 부양 농촌여성들의 정신건강이 선행
연구 집단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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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양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양스트레스

평

사생활제약

균

표준편차

경제적 스트레스

2.37
2.43
2.05

.67
.69
.71

죄책감

2.64

.66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표 2> 며느리의 정신건강의 평균점수

정신건강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7.74

4.91

.000

20.00

<표 3> 며느리의 정신건강수준
평균

표준편차

사회부적응

.41
.40
.47

.28
.29
.27

외출

.33

.47

불안감
우울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 ‘외출’로 구성된 정신건강 하위변인들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각 하위 변인들의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사회부적응이 0.47로 가장 점수가 높고, 그 다음은 ‘불
안’, 0.41, ‘우울’, 0.40, ‘외출’, 0.33 순으로 나타나, 며느리들은 대부분 시부모 부양
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사회부적응을 가장
많이 느끼고, 다음은 불안과 우울 그리고 외출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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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의 차이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과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며느리가 경험하는 부양
스트레스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실시
하였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과 부양 관련사항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t-test 결과에 따르면
며느리의 연령, 학력, 종교 그리고 시부모 부양기간에 따라서는 부양스트레스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며느리 순위, 1일 평균 부양시간, 그리고 동거 여부에 따라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의 일원변량분석
스트레스(S) 하위변인
변인

사생횔 제약 S

정신적․육체적 S

경제적 S

죄책감

자유도

F

자유도

F

자유도

F

자유도

F

3

0.081

3

0.657

3

1.541

3

0.681

3
3
2

0.811
1.348
2.322

3
3
2

1.040
0.848
2.129

3
3
2

0.221
1.428
4.045**

3
3
2

0.742
0.316
1.747

4
4

1.008
1.577

4
4

1.052
0.918

4
4

0.787
2.322**

4
4

0.749
-3.535***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연령
학력
종교
며느리 순위
부양관련 사항
부양기간
1일 평균 부양시간
* P<.05, ** P<.01, ***P<.005

<표 5>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의 t-test
구분

사생횔 제약 스트레스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평균값

동거부양

2.45

별거부양

1.95

T
3.684***

* P<.05, ** P<.01, ***P<.005

평균값
2.46
2.22

T
1.796*

평균값
2.09
1.83

T
1.848*

죄책감
평균값
2.60
2.83

T
-1.821*

농촌 중년여성의 시부모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243

며느리의 순위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에서는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경제적 스트
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맏며느리의 경제적 스트레스(m=2.18)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둘째 이하 며느리(m=1.90), 외 며느리(m=1.87) 순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노인부양시간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에서는 부양시간에 따라 경제적 스
트레스와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경제적 스트레스는 하루
7~8시간 부양하는 경우(m=2.5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5~6시간(m=2.26),
2시간 이하(m=2.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죄책감은 2시간 이하 부양하는

경우

(m=2.76)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5~6시간(m=2.73), 7~8시간(m=2.70), 9시
간 이상(m=2.22) 순으로 나타났다. 1일 부양시간이 많을수록 죄책감은 덜한 것을
알 수 있다.
며느리와 시부모의 동거여부에 따른 부양 스트레스에서는 동거 여부에 따라 모
든 항목의 부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생활제약 스트레스와 정신
적․육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는 동거 부양의 경우가 별거 부양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죄책감은 별거 부양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며느리의 정신건강의 차이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며느리의 정신건강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며느리의 연령․종교, 그리고 시부모부양
기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고, 며느리의 학력, 며느리의 순위, 그리고 1일 평균 부양시간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의 학력에 따라서는 불안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이상 졸
업자의 경우 불안감(m=1.5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
(1.49), 중졸(1.36), 초등졸(1.26) 순으로 나타났다.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서는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맏며느리의
우울수준(m=1.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외 며느리(1.40), 둘째 이하
며느리(1.3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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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며느리의 정신건강의 일원변량분석
정신건강 하위변인
변인

불안

우울

사회 부적응

외출

자유도

F

자유도

F

자유도

F

자유도

F

연령
학력
종교

3
3
3

0894
2.900**
0.424

3
3
3

0.702
0.844
0.296

3
3
3

1.236
0.265
0.797

3
3
3

0.582
1.159
1.048

며느리 순위

2

1.815

2

3.556**

2

1.839

2

0.066

4
4

0.307
0.310

4
4

0.082
0.751

4
4

0.914
0.996

4
4

0.730
2.061*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부양관련 사항
부양기간
1일 평균 부양시간
* P<.05, ** P<.01

<표 7> 며느리의 개인적 속성 및 주변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며느리의 정신건강의 t-test
구분
동거부양
별거부양

불안감

우울감

사회생활 부적응

외출빈도

평균값

T

평균값

T

평균값

T

평균값

T

1.38
1.44

-0.747

1.49
1.42

0.790

1.40
1.36

0.499

0.32
0.41

-1.059

* P<.05, ** P<.01, *** P<.005

1일 평균 부양시간에 따라서는 외출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루 2
시간 이하 부양하는 집단(0.18)이 외출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은 7~8시간(0.320),
9시간 이상(0.33), 5~6시간(0.36), 3~4시간 이하(0.42) 순으로 나타나, 하루 부양시간
이 2시간 이하인 집단의 외출빈도가 가장 많았지만, 반드시 부양시간이 적다고 하
여 외출빈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며느리의 정신건강의 단순 상관관계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수준은 부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며느리의 정신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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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r= .52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생활 제약(r= .503), 경제적 제약(r= .337), 죄책감(r= .162) 순으로 유의미
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부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이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 우울, 사회 부적응, 외출로 구성된 정신건강의 각 하위변인들과 사생활제
약,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제약, 그리고 죄책감으로 구성된 부양스트레
스 각 하위변인들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은 부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
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에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생활제약, 경제적
제약, 죄책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부적응도 모든 스트레스 하위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은 죄책감을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은 사생활제약,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유의
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신건강의 예측요인 분석
<표 8>에서는 단순상관분석을 통하여 부양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점검
해 보았다. 그러나 정신건강을 결정하는데는 한 변인이 아닌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상관분석을 통해서는 부양스트레스들
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명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스트레스들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측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케 하는 부양스트레스들을 알아보고 이들 부양스트레스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보
았다.
<표 9>에서 독립변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변수 전체의 결정계수는 .324로 대체로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며느리의 정신건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 가운데 정신
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전체 변량의 약 32%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건강 각 하위 요인별로 부양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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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사생활 제약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32%의 설명력을 지니고, 우울과
사회부적응 그리고 외출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각각 28%, 20%, 0.5% 정도
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제약과 정
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며느리의 정신건강이 양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8> 노인부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정신건강

부양스트레스

불안

우울

사회 부적응

외출

정신건강총점

사생활제약

.500**

.466**

.382**

.169**

.503**

정신적․육체적
경제적
죄책감

.515**
.268**
.142*

.514**
.373**
.096

.387**
.263**
.174*

.191**
.002
-.012

.523**
.337**
.162*

* P<.05, ** P<.01, *** P<.005

<표 9>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스트레스 파악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Beta

T

R2

불안
사생활 제약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357**
.234***

3.071
2.014

.319

우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527**

7.545

.278

.444***

6.002

.197

.211**

2.653

.005

.569***

8.277

.324

사회 부적응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외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정신건강 전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 P<.05, **P<.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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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사회사업 실천적 함의
이 연구는 농촌 중년여성들의 노인부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며느리들은 부양 스트레스 가운데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다음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사생활 제약, 경제적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며느리들의 정신건강 평균점수는 7.74로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상의 분할점에 근거할 때 조사대상자 15.4%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노인 부양스트레스는 며느리 순위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 유의미
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장남 며느리들이 다른 며느리들에 비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를 유의미하게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동거 부양의
경우에 사생활 제약,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비동거
부양의 경우 보다 많이 느끼는 반면, 죄책감은 비동거 부양의 경우에 더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며느리의 정신건강 수준은 며느리의 학력, 며느리 순위, 그리고 1일 평균
부양시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상 집단 며
느리들의 불안감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며느리 순위에 따라서는 맏며
느리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 2시간 이하 부양
하는 집단이 외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와 며느리 정신건강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
면, 며느리의 정신건강 수준은 부양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상관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며느리들의 정신건강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양 스트레스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알아
보기 위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불안은 사생활 제약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그리고 우울과 사회 부적응, 외출은 정신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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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며느리의 학력과 며느리 순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며느리들
이 느끼는 부양스트레스에 따라 며느리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
구결과는 사회사업실천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며느리의 정신건강향상을 돕기
위한 사회사업개입에서는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학력수준이 높은 며느리와 맏며느리 그리고 시부모를 동거 부양하는
며느리 집단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그리고 정신건강의 중요한 결
정요인인 사생활 제약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먼저,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고학력의 시부모 부양 농촌여성들을 위해서는 지역과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개정가족법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의 의무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부과
되어있지만 아직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사회구조의 변
화에 비하여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형제간의 역할 재분배
는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맏며느리의 시부
모 부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인식되어 시부모 부양에 대한 주변으로부터
의 지지나 인정이 차남 이하 며느리들에게 보다 덜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
므로 높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맏며느리들의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맏며느리에게 과도하게 맡겨진 부양의무와 과업을 다른 가족원과 형제들이
이해하고 이를 나누어 책임질 수 있도록 가치의 전환과 과업의 공평한 분배를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신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생활제약에 따른 스트레스는
동거부양집단이 비동거 부양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시
부모의 지나친 관여와 며느리의 개인생활 부족이 며느리들의 사생활제약에 따른
부양스트레스를 과중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생활제약 스트레스
는 며느리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도한 부양스트레스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낮은 정신건강은 부양의무자의 복지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노
인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따라서 며느리들의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며느리의 개인적인 시간활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가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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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며느리의 개인적인 시간활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부모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학교 등을 통해서 시부모들에게 사회적 가치관의 변
화와 며느리의 개인생활 존중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교육도 필요
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녀세대 뿐 아니라 피부양 부모들의 개인생활 보호 등을 위
해서도 반드시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부양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
까운 거리에 별거하면서 서로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운데 긴밀한 왕래와 지원을
통한 부양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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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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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of middle aged
women living in rural community.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94 middle aged woman(35-60year old)living in
Gyeongju. Collected date were analyzed, using for t-test, ANOVA and Stepwise
regressing analysis.
The survey was done from December 2002 to January 2003.
The result from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mental health was 7.74. The 15.4 percentages of the sample
had the problem of mental health.
2) The mean score of stress were guilt feeling 2.64, mental and physical stress
2.43, personal restriction stress 2.37, and economical stress 2.05, in that order
3)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actors which
predict the level of mental health were the sibling order of daughter-in-law,
supporting hours per day, and the stress of personal restrictions. These findings give
u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intervention.
Key Words : Middle Aged Women Living in Rural Community, Mental 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