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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가족내 관계 만족 변인 및 갈등대처 방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이경미·최윤경·강이헌·이민수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of the Married Women
- Focused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Coping Method Kyoung-Mi Lee, MA, Yun-Kyeung Choi, MA, Rhee-Hun Kang, MD and Min-Soo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men and to their understand depression through social and interpersonal factors.
Methods：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632 married women who lived in 00 city. They complete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Marital Global Distress Scale,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Scale, and Conflict-coping Method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χ2-test, ANOVA, step-wis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ANOVA analysis showed the differences in education, income, experience of abuse, parent-in-law relationship, marital global distress,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rational coping, emotion/action-expression coping, and avoidant coping among
the non-depressive group, mildly depressive group, and depressive group. Step-wise regression showed that the variance of the
current depressive symptoms was accounted for by marital global distress,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avoidance coping method, and satisfaction with parent-in-law (total account=36.1%). It was found that the rational coping method and avoidance
coping method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the married women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showed include their marital relationship. Based on the finding that the conflict coping methods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pressive symptoms and the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the effective conflict coping skills or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should be included
in the interventions for married wome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2):229-236)
KEY WORDS：Depression·Married women·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Conflict-coping method.

서

론

감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울증 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장애 연구에 새로운 패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증에 대
1)

러다임을 제공하였으나, 인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한 인지적 접근의 기점이 된 Beck 은 역기능적 사고, 신

따라 우울증이 일어나는 사회맥락적 요인이나 대인관계적

념, 태도를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우울증에 인

요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제기되었다.2)

지적으로 취약하여 우울증 증상의 발병과 유지에 큰 영향

우울증을 대인관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는 Co-

을 주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이제까지 소홀

yne3)에서 시작하였고, 지난 20여년간 이론적 고찰과 경

히 취급되었던 개인내적 과정인 사고를 연구하여, 사고가

험적 관심이 있어왔다.4) 이들의 주된 제안은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우울을 촉진시키고 유지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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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사
회적 강화나 지지를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
이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적 기술 손상은 대인관계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게 하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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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5,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에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한 이들의 대인 관계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사람들

하여 기혼 여성의 우울의 수준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인,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가

가족관계변인, 갈등대처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까운 대인관계 즉 부부 관계나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가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변인은 부모관련변인으로 부모의 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우울증은 친

계, 어린 시절 학대경험, 시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포함되

밀한 관계에서 우울한 이의 지각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고, 배우자 변인 및 자녀변인으로는 각각 결혼불만족, 자

침으로써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우

녀불만족이 들어간다. 다음 이들 변인들중 어떤 변인들이

울한 사람들의 배우자는 우울한 배우자의 욕구와 부정적

우울증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우울

진술 등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큰 부부 스트레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 예측변인과 우울

7)

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고, 결과적으로 우울한 배우자는 관계에 불만족하게 되어

방

더욱 우울해진다. 우울과 결혼 스트레스와의 인과적 관계

법

8,9)

는 복잡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부부 관계가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연구를 보면 결혼 불화와 우울 사이의
4)

일치율이 50%에 달하며,

10)

O’
Leary 등 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와 중학
생 자녀를 둔 여성 73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은 불화가 없는 사람보다 우울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와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초

증에 걸릴 위험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적

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교장과 담임 교사에게 사

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전에 조사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초

의 절반이 결혼생활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 문제가 있는 우울증 환자는 치료의 효과 역시 떨어지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급, 4, 5, 6학

면서 재발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부부 관

년 각각 3학급, 중학교 1학년은 2학급을 중학교 2학년은

계의 질은 우울증 재발에도 중요한 예견인자인 것으로 보

1학급으로 총 13학급에 730명의 학생에게 배포하여 어머

인다.11-14)

니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중 653명(89.5%)이 수거되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데 우울

었고 이 중 결측치가 많은 21부를 제외하고 632명의 자

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정서적 표현이 제

료를 분석하였다. 개별 봉투에 설문지와 설문지에 대한 안

한되어 있고, 언어적인 표현도 단조로우며, 자녀에 대한 반

내문을 넣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검사 결과를 서면

응 특히 긍정적인 반응이 적고 반응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으로 보내주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제공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게도 적개심과

였다.

15-17)

짜증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여성의 우울

연구도구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때, 여성의 우울과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부부관

Beck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BDI)

계를 중시하는 풍토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나, 우리

임상적 우울증상을 토대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

나라는 가족 중심의 효를 중시하는 문화이므로 기혼여성

적 증후군 등의 영역을 포함하여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

에게 있어 배우자와 자녀, 부모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

는 척도로, Beck 등21)이 개발한 것을 이영호22)가 한국판

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89였다.

한편, 우울한 사람들의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
람들은 스트레스 요인을 직면했을 때 우울하지 않은 사람
18,19)

보다 비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적용한다고 하고,

부모 관련 변인 척도

문성

부모 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관계, 학대경험, 시부모와

20)

순 은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의 대처반응패턴을 비교한

의 관계 만족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 척도를

결과 회피·무력감·갈등 요인과 외부도움을 청하는 행동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관계는‘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사

이 우울집단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가 어떠했는가’
의 질문으로 0점(매우 사이가 나빴다)에

230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2 / March, 2004

K.M. Lee, et al

지역사회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서 8점(매우 사이가 좋았다)으로 9점의 리커트 척도로 기

니오’
로 응답하는 자기 보고검사로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술하게 하였고, 학대경험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

평가하고 자녀의 정서상태 및 행동에 대한 걱정을 평가한

적 학대와 관련한 문항에‘예’
,‘아니오’
로 답을 하게 하

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73이었다.

였고 총 7문항에 기입을 하도록 하였다.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은‘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질

갈등 대처 방안 척도(Conflict-coping method scale)

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8점

McCubbin, Larson과 Olson25)이 개발한 가족대처전략

(매우 만족한다)으로 9점의 리커트 척도로 기술하게 하였

척도(F-Copes)등을 참고로 최규련26)이 작성한‘갈등대

다. 학대경험의 Cronbach α는 .60이였다.

처방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외부도움요청’,‘신앙에 의지’,‘이성적 대처’,‘감

결혼 전반적 불만족 척도(Marital global distress

정 및 행동 표출’,‘회피’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

scale)

고 Cronbach α계수는 .53~.88이다. 5점 척도로 이루어

Snyder의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23)

tory, 1981, 1997) 를 우리 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24)

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기존 척도의 요인

를 평가하기 위해 권정혜, 채규만 이 번안한 결혼만족도

과 몇 가지 문항에 차이가 있어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척도의 하위 척도 중 하나인‘전반적 불만족 척도’
를사

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62

용하여 결혼 불만족을 평가하였다.‘예’
,‘아니오’
로 응답

에서 .91이었다.

하는 자기 보고검사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

통계 및 자료의 분석

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를 반영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87이었다. 이하

위해 기술통계분석, χ2-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결혼 불만족이라고 칭하였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근거로
하여 우울을 BDI점수에 따라 9점 이하를 비우울집단, 10

자녀불만족 척도(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scale)

점에서 15점을 경미한 우울집단, 16점 이상을 우울집단

Snyder의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

으로 구분하였다.22,27) 이 세 집단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

tory, 1981, 1997)23)를 권정혜, 채규만24)이 번안한 것으로

인, 가족관계변인, 갈등대처방식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

하위 척도 중‘자녀 불만족 척도’
를 사용하였다.‘예’
,‘아

기 위해 χ2-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ic data, BDI scores among groups
Non-depressive

Mildly depressive

Depressive

BDI≤9

10≤BDI≤15

BDI≥16

04.30±2.76
430 (68.0)

12.28±1.58
120 (18.9)

20.92±5.24
82 (12.9)

07.97±6.61
632

39.60±3.06
13.94±2.57
02.02±0.50

39.10±3.34
14.12±2.62

38.78±3.18
14.09±2.94

39.40±3.18
13.99±2.63

F=2.71

02.08±0.38

02.07±0.57

02.04±0.49

F=1.00

Have

163 (71.8)

044 (19.4)

20 (08.8)

227

Don’t have

191 (63.0)

066 (21.8)

46 (15.2)

303

Under 9 th

003 (25.0)

003 (25.0)

06 (50.0)

012

12 th

125 (59.5)

052 (24.8)

33 (15.7)

210

Above 16 th

293 (74.4)

061 (15.5)

40 (10.1)

394

Less 200

063 (60.0)

020 (19.0)

22 (21.0)

105

200-300

126 (61.7)

045 (22.1)

33 (05.2)

204

Group
BDIa
N (%)b
Age (yr)a
Marital perioda
Childa

Total

Statistics

F=0.24

Jobb
χ2=06.084*

Educationb
χ2=30.784†

Incomeb (mon)

Above 300
221 (76.7)
046 (16.0)
21 (07.3)
a：Mean±SD, b：Frequency (%), *：p<.05, †：p<.01,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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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검증을 사용하였다.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현재의 우울증상 수준과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결혼불

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중다회귀분석을 실

만족(r=.55, p<.01)과 자녀불만족(r=.39, p<.01)이었다.

시하였고, 갈등대처방식이 관계만족과 우울을 매개하는지

다음 갈등대처방식 중 회피(r=.34, p<.01), 이성적 대처

28)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가 제시한 위계적 회귀

(r=-.32, p<.01),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r=-.31,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p<.01)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우울 수준과 변인들간의 차이검증

결

과

가족관계변인 중에는 부모의 관계, F(2,629)=5.54,
p<.001, 학대경험, F(2,629)=9.45, p<.001, 시부모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계만족, F(2,629)=17.73, p<.001,이 유의미하였다. 결혼

설문에 응답자 632명 중 BDI가 16점 이상으로 우울증

불만족, F(2,629)=102.89, p<.001, 자녀불만족, F(2,629)=

의 임상적 감별이 필요한 사례수는 13%인 82명이 해당되

51.60, p<.001, 모두 유의미하였고, 이성적 대처 F(2,629)=

었고 경미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집단은 19%인 120명에

24.50, p<.001, 감정·행동표출, F(2,629)=5.27, p<.001,

해당하였다. 기혼여성 우울점수의 전체 평균은 7.92(SD=

회피행동, F(2,629)=33.68, p<.001도 유의미하였다(Ta-

6.61)였고, 세 집단의 BDI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ble 3).

제시하였다.
인구통계학변인에서는 우울 수준에 따른 집단간에 직업
2

우울점수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2

유무, χ =6.084, p<.05, 교육, χ =30.784, p<.01, 수입,
2

χ =21.858, p<.01, 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39.40(SD=3.18)세였으며, 연령대별
특성은 30대가 48.4%로 가장 많고, 40대가 43.8%였다.
결혼 기간은 평균 14.00(SD=2.64)년 이었으며, 최소 8

기혼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중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BDI scores and family relationship,
conflict-coping method
BDI
Parent factor

년에서 최고 25년이었다. 결혼상태는 대부분이 기혼(93.2%)

Parent’s relationship

-.15*

Experience of abuse

-.18*

Parent-in-law relationship

-.31*

이었고, 이혼(1.7%), 사별(0.5%)이 있었다. 직업은 가정

Partner factor

Marital global distress

-.55*

주부(47.2%)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10.9%), 서비스직

Child factor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39*

(8.7%) 순이었다.

Conflict-coping
method factor

Outside-aid seeking

-.03*

Religion

-.05*

Rational coping

-.32*

Emotion/action expression

-.12*

Avoidance

-.34*

우울수준과 변인들의 상관관계
우울수준과 가족관계변인 및 갈등대처방식의 단순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요약해 보면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p<.01

Table 3. Comparison of family relationship and conflict-coping method among groups
① Non-depressive

② Mildly depressive

③ Depressive

BDI≤9

10≤BDI≤15

BDI≥16

Parent’s relationship

05.27 (1.90)

04.67 (02.01)

04.79 (01.96)

005.54†

①>②

Experience of abuse

00.96 (1.85)

00.98 (01.95)

01.95 (02.42)

009.45‡

①,②<③

Parent-in-row relationship

04.95 (1.88)

04.20 (02.16)

03.71 (02.09)

017.73‡

①>②,③

Partner factor

Marital global distress

48.14 (6.56)

53.50 (08.87)

60.07 (08.33)

102.89‡

①<②<③

Child factor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46.66 (7.85)

53.28 (10.00)

55.79 (10.73)

051.60‡

①<②,③

Conflict-coping
method factor

Outside-aid seeking

10.08 (3.17)

09.93 (03.08)

10.40 (03.25)

002.88‡

Religion

09.49 (4.79)

09.12 (04.60)

09.48 (04.10)

000.15‡

Rational coping

19.38 (3.59)

18.75 (03.21)

15.98 (03.29)

024.50‡

Emotion/action expression

07.27 (2.04)

07.20 (02.06)

07.47 (02.44)

005.27†

①<③

Avoidance

15.97 (4.34)

18.56 (04.67)

19.87 (04.67)

033.68‡

①<②,③

Group
Parent factor

F

Post hoc

①>②>③

†：p<.01, ‡：p<.001,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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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가족관계변인, 갈등대처방식이 현

125.985, p<.001), 결혼불만족과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

재 우울 증상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BDI 점

처, 회피)은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상관분석중 유의미하며 등간척

히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갈등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도 이상의 변인인 부모들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만족,

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결혼불만족이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

결혼불만족, 자녀불만족, 이성적대처, 감정·행동표출, 회

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현저하게 감소하였다(설명력 R2이

피행동 등의 7개 변인을 넣어 탐색적인 단계적 중다회귀

29.7%에서 15%로 감소). 이로써,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불만족이 가장 높은 설

처, 회피)이 우울과 결혼불만족의 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

명 변량을 나타냈고(29.7%), 다음으로 자녀불만족, 회피,

를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5).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렇게 4개

자녀 불만족와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갈등대처방식의

의 변인이 합쳐져서 현재 우울증의 36.1%를 설명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결과도 비슷했는데, 자녀불만족은 우울에

(Table 4).

유의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F=117.812, p<.001), 자
녀불만족은 또한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 회피)에 유의

관계 만족 변인과 우울증상,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분석

한 영향을 미치며(F=70.530, p<.001), 자녀불만족과 갈

갈등대처방식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감을 매개하는 변

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 회피)은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

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28)가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갈등대처방

제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응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식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자녀불만족이

분석 결과 결혼불만족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뿐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현저하게 감

아니라(F=265.975, p<.001), 결혼불만족은 또한 갈등대

소하였다(설명력 R2이 15.6%에서 7.2%로 감소). 이로써,

처방식(이성적 대처,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F=

갈등대처방식(이성적 대처, 회피)이 우울과 자녀불만족의

Table 4.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of depression
Step, variables

Beta

t

R2

R2 change

F change

df

1

Marital global distress

-.545

-16.309‡

.297

.297

265.975

1,630

2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232

-06.727‡

.344

.047

045.247

1,629

3

Avoidance

-.118

-03.368‡

.356

.012

011.346

1,628

4

Parent-in-law relationship

-.077

0-2.225*.

.361

.005

004.030

1,626

*：p<.05, †：p<.01, ‡：p<.0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n conflict-coping method between marital global distress and depress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R2

R2 change

F

Depression

Marital global distress

.297

265.975‡

Rational coping

Marital global distress

.167

125.985‡

Avoidance

Marital global distress

.151

112.159‡

Rational coping

Marital global distress

.167

125.985‡

Depression

1. Rational coping avoidance

.171

065.936‡

2. Marital global distress

.032

.15

139.087‡

‡：p<.00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n conflict-coping method between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depression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R2

R2 change

F

Depression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156

117.812‡

Rational coping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099

070.530‡

Avoidance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057

038.188‡

Depression

1. Rational coping avoidance

.171

065.936‡

2.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241

.072

067.95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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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이 가장 높은 것이 주목이 되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보면 우

있다(Table 6).

울과 결혼만족과 높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결혼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우울에 더 취약해지는 집

고

찰

단을 규명해 내거나 결혼생활과 우울을 중재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30,31) 그러나 결혼 불만족

가족내의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큰 영

과 우울이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과관계

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특히

에서는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갖는 의미가 클 것으로 예

정서적인 면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측했으나 자녀불만족,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이 유의미하기

어떤 치료자는 가족을 한 조각이 흔들리면 줄에 매달린 다

는 하였지만 설명량은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서구

른 모든 모형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흔들리는 모

화되고 부부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

29)

빌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지역사회 초·중학생 자녀

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횡문화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둔 기혼여성에게 있어 경미하지만 우울감을 경험하는

다섯째, 가족관계만족과 우울증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갈

집단은 18.9%였고, BDI가 16점 이상으로 우울수준이 높

등대처방식을 가정하고 Baron과 Kenny28)가 제안한 방법

은 집단은 12.9%등으로 나타났다.22,27) 정신과적인 1：1

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성적 대처와

면담 등을 통하여 임상적 우울증의 감별이 필요하겠지만

회피가 우울과 결혼불만족, 자녀불만족의 관계에 있어 잠

우울 수준이 높은 여성이 지역사회에 많이 방치되어 있음

정적이지만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관련 연구들

을 알 수 있다.

을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였을 때,

둘째, 우울과 다른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문제 해결에 결함을 가지고 있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불만족과 자녀불만족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

보다 비효율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높은

였다.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 학력, 수입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있어 문제 해결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갈등 대처방식 중에는 회피 및 이

우울증상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부

성적 대처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정적인 생활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셋째, 우울에 따른 세 수준의 집단에 대해서, 학력과 수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가진 사람

입, 직업유무, 부모의 관계, 어린시절 학대경험, 시부모와

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32)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의 관계만족, 결혼불만족, 자녀불만족에 대한 집단간의 차

우울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와 뚜렷하게 차이가 나

이가 모두 유의미 하였으며, 갈등대처방식 중에는 이성적

는 상호작용은 높은 비율의 우울 행동과 낮은 비율의 문

대처, 감정·행동표출, 회피행동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제해결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14) 우울한 사람들의

를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집단의 학력수준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이 우울증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

이 더 낮았고 수입이 더 적었다. 그리고 우울집단에 직장

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면 자연스

인보다 가정주부가 더 많았다. 또한 우울집단이 과거 부모

럽게 갈등에 대한 대처 기술도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연

들의 관계가 더 안 좋았으며,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더 많

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았고, 시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우울집단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기혼

의 결혼불만족, 자녀불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갈등대처방식

여성을 대상으로한 대규모의 조사로서, 서면을 통한 자기

중 이성적 대처의 점수는 낮고 회피행동의 점수는 높았다.

보고 자료로 우울 수준을 분류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넷째, 기혼 여성의 우울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는

보다 체계적인 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임상적 진단을 내린

변인을 탐색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집단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기혼 여성을 초·중

과, 7개의 변인 중, 결혼 불만족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

학교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한 시점에서 이

인이었으며(설명량 29.7%), 다음으로 자녀불만족, 회피의

루어진 횡단적 연구로서의 단점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갈등대처방식,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

는 점이다.

증되었다. 이렇게 4개의 변인이 합쳐져서 현재 우울증의

둘째, 관계변인 중 부모관련변인들은 규준화된 질문지가

36.1%를 설명하였다. 결혼불만족이 우울에 대한 설명량

아니라 9점 척도로 간략한 자기보고를 한것이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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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관련변인의 보다 타당화되고 규준화된 검사를 사용할

갈등 대처 방안 척도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기

필요성이 있다.

술통계분석, 상관, χ2검증, 일원변량분석, 단계적 중다회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이 우울과 가족 관계
변인을 매개한다는 결과를 잠정적으로 내렸지만 보다 분

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측정도구로 평가된 변인

학력, 수입, 부모의 관계, 학대경험, 시부모 관계만족, 결

들에서 측정오차를 배제한 순수한 이론변인들간의 관계를

혼불만족, 자녀불만족, 이성적 대처, 감정·행동표출, 회피

알아보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행동에서 우울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변인 중 결혼불만족이 현재 우울증상에 대한 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점은 다

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불만족, 회

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내 일반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 행동, 시부모 관계만족 순이었다(총설명변량=36.1%).

연구에서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찾지는 않았지만 BDI 16

갈등대처방식 중 이성적 대처와 회피가 가족관계 만족변인

점 이상의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으

과 우울을 잠정적이지만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

며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타났다.

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시급한 임상적 우울증의 감별과

결 론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기혼 여성의 상당수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둘째, 우울증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기혼 여성에게 있어

있어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시급하며 특히 부부 관계

이들의 정서적인 적응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을 대인관

를 포함한 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 및 접근이 필요한 것으

계적이고 사회적인 접근으로 살펴본데 의미가 있다. 결혼

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대처방식이 유의미하게 관계 만족

불만족이 우울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우울한

과 우울을 매개하므로,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갈

기혼여성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 부부관계의 탐색 및 접근

등 대처 방식 및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을 포함시킴으로

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예측력은 작았지만 자녀불만

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족, 시부모관계만족도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가족들과의 관계 만족 및 가족내의 역동과
갈등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중심 단어：우울·기혼 여성·가족내 관계만족·갈등대
처방식.

셋째, 친밀한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갈
등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울증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 이
성적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서 치료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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