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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30∼60대 기혼여성 200명을 대상으

로 2020년 1월 2일∼15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Sobel 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는 여러 원인 중에서도 경제문제, 자녀관

계, 고부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가 

관련성이 있으며, 생활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을 향상할 경우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주제어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생활만족도, 자아탄력성, 대처방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wome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life satisfaction, self-elasticity, and coping stances. For this study, 200 
married women in their 30s~60s liv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on January 2∼15, 2020,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ain causes of life stress felt by married women were economic problems,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and conflict 
between mother in law and daughter in law.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it turned out that life 
stress had a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which affected the decline in their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that the self-elasticity and coping stance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Accordingly, improving self-elasticity and coping stances will likely reduce the life 
stress of married women and boost their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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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활스트레스가기혼여성에게미치는영향은과거보

다훨씬광범위하고복잡해지고있다. 이는가정과사회

라는 생활영역에서 기혼여성이 수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오늘날 기혼여성의 생활스

트레스 원인을 가정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전통적 가부

장사회의 붕괴에 따른 남녀의 수평적 역할분담에 주목

해야 한다. 이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한정되지 않으

며 과거 남성에게 편중되던 가계유지와 사회기여 부분

도 여성의 역할분담에 포함되는 요소로 설명된다[1][2].

이러한 변화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의관계에관한연구의주요대상이되고있다. 특히경

제적문제와가사노동등과거에주목받지 못했던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기혼여성

이생활스트레스의적응력을길러삶의질을높이기위

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스트레

스 요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생

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만족도는 개인

이 주관적 감정이나 판단,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감

등을 통해 의욕이나 동기, 활력을 얻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생활하게하는심리자원으로평가된[3]. 또한

자아탄력성도 생활스트레스와 함께 생활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되며, 생활만족도의 부정

적 요인인 생활스트레스는 개인의 대처방식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력의 변화를 보인다. 대처방식은 포괄적으

로 스트레스와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으로 설명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

족도의관련성을분석하고자아탄력성과대처방식의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혼여성이 건전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반응

이자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과 환경의 특정 관계가 개인이

보유한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여 안녕상태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

[4].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일반적 개념은 외부환경을

스트레스의 중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기혼여성의 생활

스트레스에서 외부환경 요인은 가정환경 변인, 사회 환

경변인등을들수있다[5]. 외부환경요인중가정환경

변인은 사회변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주요 하위변인의 영향력이 과거와현재 시점을 두고비

교하였을때 차이를보이며이는 기혼여성을 둘러싼사

회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를 기혼여성이 일상생활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심리적 안

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

한다.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를 조절하는 역동적인 능력

[6]이라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적응에 있어 유의한 효

력이있는것으로검증되고있다. 자아통제수준을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스트레스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응할

수있도록돕는역할을한다. 자아탄력성은인간의타고

난기질적특성을보이며, 위험환경에직면하였을때보

편적 적응기제로서 행동, 정서, 인지 능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7].

생활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특성인 심리적으로 안정

되고문제해결에적극적인사람일수록자아탄력성이높

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특정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더라도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6].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

은 사람은 문제해결 중심의 능동적 대처방식으로 생활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8]. 이러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로 볼

때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는자아탄력성의경로를통

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외부의 부정적 영향으

로부터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지, 정서 능

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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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처방식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적응

반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처는 초기에 개인의 사고, 행동, 태도 등이 반영된

방어기제로 이해되었으나[9], 대처를 스트레스 상태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기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Lazarus와 Cohen(1977)은 개인의 대처전략들을 범주

화하여 스트레스대처방식을규명하고자하였다[10]. 그

러나 위기상황의 개별성과 연구 표본의 제한성으로 인

해 개인의 다양한 대처전략을 범주화하여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대안으로스트레스대처에대한연구는인

지 현상학적 이론에 근거한 대처 개념에 주목하였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평가를 대처의 중요요소로파악하고 대처의 개

념을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내외적 요구

를 충족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4].

대처의 유형은문제지향적, 인지적, 정서완충적 3가

지차원[11] 혹은회피적, 비 회피적 2가지 차원[12]으로

구분되며, 대처방식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적응에 정

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스트레스 적응과관련성이있는 대

처방식은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관계에서 기혼여

성이 취하는 대처방식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대처방식을심리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

는 외적 요인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2.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일종으로 생

활상의 목표와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나타낸다

[14]. 충족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이며 인지적인 판단

과 평가에 의존한다. 즉, 생활 속에서 개인이 설정한 목

표와기대가 어느정도충족되었다고스스로 판단혹은

평가할 때 느끼는 충족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식을 다분히 내포한삶의질과도 연관되어 있

으며, 생활만족도와삶의질의정적상관성은여러연구

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15][16].

생활스트레스와생활만족도는환경적요인이 작용한

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며,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되

는심리적반응이라는점도공유하고있다. 특히 생활스

트레스와정신건강의관계에주목하는연구가증가하면

서 생활만족도는 생활스트레스로부터 정신건강을 보호

해 주는 주요 심리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관련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생활스트레스는

기혼남녀의 결혼생활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19].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충족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이 생

활스트레스와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부적응을 완화

하는심리자원으로활용되는선행연구들을근거로자아

탄력성과 대처방식이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생활만족도

저하 현상을 줄이는 완충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

도의영향관계에서자아탄력성과대처방식의매개효과

를검증하기위하여 [그림 1]과같은연구모형을설정하

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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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도구
 3.2.1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본 척도는 전겸구(1998)가 Dohrenwend와 Krasnoff,

Askensay, Dohrenwend(1978)의 PERI(The PERI Life

Events Scale)에 한국주부의생활스트레스를추가하여제

작한주부생활스트레스척도를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토대로종속변인인생활만족도의특성을고려

하여이와밀접한인과성이있을것으로예측되는영역을

선정하였으며, 이에따라남편관계 5개문항, 자녀관계 8개

문항, 고부갈등 5개문항, 경제문제6개문항등4개의하위

요인을선택하여총 24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척도의모

든문항은리커트 5점척도로구성하였다.

 3.2.2 자아탄력성
기혼여성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이 Block(1978)의 CAQ(California Adult

Q-sort)를 보완 수정한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를 박유숙(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22].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였

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2.3 대처방식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Lazarus와

Folkman (1985)이 개발한 The Way of Coping

Checklist(TWCC)를 기초로 이장호와 김정희(1988)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3].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

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2.4 생활만족도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Hayes와

Stinnett의 척도를 토대로 권순화(2010)가 수정 보완한

것을 활용하였다[24]. 본 연구에서는 20개 문항을 선별

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적

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월 2일부터 15일까

지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아의 어머니와 여성회관, 주부단

체 등 여성 관련 공립·민영 기관·단체에 소속된 30∼60

대 이상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질

문에 답하는 방식의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2부를

회수하였으나 오기, 기입누락 등으로 신뢰성이 현저히

낮은 질문지 12부를 제외하고 200부를 최종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사전에 조사의 목적과 개인정

보보호의 내용을 알린 뒤 동의하는 대상자로 정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변인간의영향관계를알아보기위해회귀분석

을 사용하였으며,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

로 활용된설문지를통해 나타난 조사대상자들의일반

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00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연령

30대 25 12.5
40대 66 33.0
50대 87 43.5

60대 이상 22 11.0

학력
고등학교졸업 56 28.0
대학교졸업 129 64.5
대학원 이상 15 7.5

결혼상
태

기혼 196 98.0
이혼/별거/사별 4 2.0

자녀수

0명 4 2.0
1명 82 41.0
2명 88 44.0
3명 20 10.0

4명 이상 6 3.0

가족수

1명 3 1.5
2명 10 5.0
3명 81 40.5
4명 90 45.0
5명이상 16 8.0

거주형
태

부부가 같이 산다 10 5.0
부부/자녀같이산다 185 92.5
부부/자녀/시부모함께

산다
5 2.5

주거형
태

단독주택 33 16.5
빌라(연립주택) 33 16.5

아파트 13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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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5.1 연구의 주요 요인들
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미

치는과정에서자아탄력성과대처방식의매개효과를검

증하기위해활용될 주요 요인은 <표 2>와같다. 본 연

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관계, 고부갈등, 경제문

제,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등 6개 잠재요인

이추출되었다. 다만설문구성에반영된남편과의관계

는본연구에서는잠재요인으로서생활스트레스에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측정변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신뢰계수(α)
1 2 3 4 5 6

생활스트레스9 .872 -.142 .007 .125 .261 -.118
자녀관계
.909

생활스트레스7.861 -.106 -.278 .176 .075 .086

생활스트레스8.862 -.128 -.075 .148 .202 .184

생활스트레스15 .261 -.130 -.019 .833 .177 .078
고부갈등
.893생활스트레스16.161 -.004 -.255 .789 .109 -.058

생활스트레스17.208 -.267 -.076 .760 .178 .121

생활스트레스20.456 -.300 -.249 .087 -.078 .584 경제문제
.902생활스트레스21.400 -.390 -.243 .273 -.184 .500

생활만족도3 -.115 .805 .216 -.080 -.201 -.071
생활만족도
.904

생활만족도10-.017 .784 .268 .083 -.271 .082

생활만족도11-.085 .762 .309 -.146 -.181 -.162

<표 2> 측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아탄력성17 .100 .209 .920 -.068 -.061 .034
자아탄력성
.907자아탄력성18 -.087 .224 .808 -.192 .010 -.079

자아탄력성2 -.201 .212 .771 -.252 -.176 -.088

대처방식6 .255 .129 -.133 .419 .649 -.293
대처방식
.853대처방식7 .313 .088 .014 .298 .637 -.237

대처방식15 .372 -.245 -.027 .287 .544 -.212

고유치14.650 4.870 3.005 2.640 1.809 1.284

분산설명
비율(%)

17.52115.97511.35611.20910.309 5.551

누적분산
설명율(%)

17.52133.49644.85356.06266.371 71.922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KMO값이

.755, Bartlett의 구형성은 p=.000의 유의확률로 모형에

적합한 타당도를 보였다. 추출된 각 잠재요인의 분산설

명비율은자녀관계가 17.52%, 생활만족도가 15.98%, 자

아탄력성이 11.36%, 고부갈등이 11.20%, 대처방식이

10.30%, 경제문제가 5.55%로 나타났다.

추출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정규성은 <표 3>

과 같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녀관계 1.00 4.63 2.998 .842 -.470 -.958

고부갈등 1.00 4.60 2.993 .747 -.186 -1.014

경제문제 1.33 4.17 2.895 .848 -.244 -1.314

생활만족도 2.45 3.90 3.237 .402 -.236 -1.055

자아탄력성 2.35 4.30 3.030 .252 .895 3.080

대처방식 2.53 4.71 3.221 .400 .252 1.912

<표 3>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5.2 변인 간의 관계성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자녀관계, 고부갈등,

경제문제, 자아탄력성, 대처방식, 생활만족도는 피어슨

(Pearson) 상관계수 0.01 유의수준 내에서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원주택 4 2.0

월평균
소득

150만∼250만미만 22 11.0
250만∼350만미만 7 3.5
350만∼450만미만 34 17.0
450만∼550만미만 43 21.5
550만∼650만미만 46 23.0
650만∼750만미만 34 17.0
750만 이상 14 7.0

직업

주부/무직 38 19.0
기술직 51 25.5
사무직 58 29.0
생산직 2 1.0
전문직 34 17.0
공무원 11 5.5
기타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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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계

고부
갈등

경제
문제

생활
만족도

자아
탄력성

대처
방식

자녀관계 1

고부갈등 .438** 1

경제문제 .520** .348** 1

생활만족도 -.270** -.293** -.442** 1

자아탄력성 -.273** -.342** -.401** .495** 1

대처방식 .517** .511** .055** -.202** -.202** 1

<표 4> 변인 간 상관분석

** p<.01

5.3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변인의 영향
 5.3.1 생활만족도
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영

향은 <표 5>와같이대체로 부정적인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별로는 경제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기혼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만

족도를낮추는주요생활스트레스요인임을알수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생활만족도 변인에 기혼여

성의생활스트레스하위변인을투입하여결과를도출하

였다. 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하위변인별로살펴보면,

자녀관계는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이유의하지않았

으며고부갈등과경제문제의영향이유효하게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편, 자녀, 시부모 등 전통적으로 기혼여

성의생활스트레스요인이던가족문제가상대적으로비

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2 자아탄력성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표 6>과 같다.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관계

에서도자녀관계를제외한고부갈등과경제문제가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베타(β)값이 가장 높은

경제문제가 자아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5.3.3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영향관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하위 변인 중 경제문제가

대처방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영

향력을나타내는 β=–.360으로, 비교적높은편이다. 반

면에자녀관계와고부갈등은상대적으로대처방식에정

적 관계를 보였다. 베타(β)값을 비교하면 경제문제가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혼여성의 대처방식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잠재적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변인 요인 B SE β t p 공차 VIF

생활
스트
레스

(상수) 13.966 .676 　 20.64
9 .000 　 　

자녀
관계 -.007 .066 -.009 -.110 .912 .654 1.528

고부
갈등 -.234 .074 -.227 -3.17

5 .002 .788 1.268

경제
문제 -.348 .083 -.317 -4.20

3 .000 .711 1.406

R2=.207 수정된 R2=.195 F=17.067 Durbin-Watson=1.965

<표 6>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요인 B SE β t p 공차 VIF

생활
스트
레스

(상수) 2.355 .633 　 3.722 .000 　 　

자녀
관계 .497 .061 .526 8.103 .000 .654 1.528

고부
갈등 .473 .089 .406 6.874 .000 .788 1.268

경제
문제 -.447 .077 -.360 -5.78

0 .000 .711 1.406

R2=.460 수정된 R2=.451 F=55.574 Durbin-Watson=2.085

<표 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변인 요인 B SE β t p 공차 VIF

생활
스트
레스

(상수) 15.388 .781 　 19.70
2 .000 　 　

자녀
관계 .001 .076 .001 .015 .988 .654 1.528

고부
갈등 -.189 .085 -.159 -2.22

9 .027 .788 1.268

경제
문제 -.493 .095 -.387 -5.16

4 .000 .711 1.406

R2=.217 수정된 R2=.205 F=18.118 Durbin-Watson=1.982

<표 5>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dustry Promotion Research❙    69

5.4 매개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4.1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적응에 도움을 주는 행동, 정서, 인지 능력

인자아탄력성이기혼여성의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

은 본 연구에서 <표 8>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

관계를보였으며, 영향력은 β=.495를나타냈다. 따라서 자

아탄력성이생활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임

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자아탄력성이높다는것은생

활만족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4.2 대처방식
개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이해되는 대

처방식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은기혼여성의생활

스트레스를변인으로설정한본 연구에서 <표 9>와 같

은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결과 베타(β)값이 –.252, t-검정통계량이

8.024로 대처방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처방식이 생활만족도

에 부(-)적인 상관관계를보이는데이는 대처방식의 하

위변인인 정서 중심적 대처에 의한 반응이라 할 수 있

다.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달리 억압, 회피, 부인 등을 방어기

제로 사용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려는

인지 행동적 반응으로서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인의 주

관적 감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4].

5.5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5.5.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하위변인인 자

녀관계, 고부갈등, 경제문제가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의 3단계회귀분석방법을통해분석한결과

는 <표 10>과 같다[25].

자아탄력성은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3개 하위변

인이생활만족도에미치는영향관계에서부분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회귀분석결과 3개 하위변인 모두 2단계

베타(β)값이 3단계에서모두감소하여 매개효과가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소벨테스트를활용하여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자녀관계와 생

활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는 소벨테스트 결과 값(Z,

p<.001)이–3.461, 고부갈등과생활만족도의영향관계에

서는–3.653, 경제문제와생활만족도의관계에서는–4.489

변인 요인 B SE β t p 공차 VIF

자아
탄력
성

(상수) 5.151 .716 　 7.195 .000 　 　

자아
탄력성 .576 .072 .495 8.024 .000 1.000 1.000

R2=.245 수정된 R2=.242 F=64.384 Durbin-Watson=1.961

<표 8> 자아탄력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요인 B SE β t p 공차 VIF

대처
방식

(상수) 12.956 .636 　 20.38
3 .000 　 　

대처
방식 -.258 .071 -.252 8.024 .000 1.000 1.000

R2=.063 수정된 R2=.059 F=13.374 Durbin-Watson=1.839

<표 9>대처방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²

자녀관계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단계 -.26
1

-3.9
41 .000 .073

2단계 .576 8.02
4 .000 .245

3단계(독립
변인)

-.14
1

-2.2
86 .023

.265
3단계(매개
변인) .530 7.17

6 .000

고부갈등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단계 -.35
0

-4.3
12 .000 .086

2단계 .576 8.02
4 .000 .245

3단계(독립
변인)

-.16
7

-2.1
53 .033

.263
3단계(매개
변인) .520 6.87

4 .000

경제문제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단계 -.56
3

-6.9
27 .000 .195

2단계 .576 8.02
4 .000 .245

3단계(독립
변인)

-.36
9

-4.5
04 .000

.316
3단계(매개
변인) .441 5.89

5 .000

<표 10>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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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타나매개효과가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소벨테스

트결과값이 ±1.96보다크면매개효과가유의미하다고판

정된다. 자아탄력성이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에부(-)적

인영향을통해생활만족도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5.2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본연구에서기혼여성의생활스트레스하위변인인자

녀관계, 고부갈등, 경제문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계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

과는 <표 11>과 같다.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하위변인의 2단계 베타(β)

값이 3단계에서 변인별로 모두 감소하였으나, 소벨테스

트확인결과, 자녀관계와생활만족도의관계에서소벨테

스트 결과 값(Z, p<.001)이 1.740, 고부갈등과 생활만족

도의 관계에서 1.615, 경제문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서 3.236으로 나타나 경제문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서만대처방식의매개효과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²

자녀관계
대처방식
생활만족도

1단계 -.261 -3.941 .000 .073

2단계 -.258 -3.657 .000 .063

3단계(독
립변인) -.185 -2.401 .017

.090
3단계(매
개변인) -.157 -1.928 .115

고부갈등
대처방식
생활만족도

1단계 -.350 -4.312 .000 .086

2단계 -.258 -3.657 .000 .063

3단계(독
립변인) -.266 -2.830 .005

.100
3단계(매
개변인) -.141 -1.751 .132

경제문제
대처방식
생활만족도

1단계 -.563 -6.927 .000 .195

2단계 -.258 -3.657 .000 .063

3단계(독
립변인) -.547 -6.928 .000

.247
3단계(매
개변인) -.234 -3.678 .000

<표 11>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관계, 고부갈등, 경제문제

로 인해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한 기혼여성은 대처방식에

따라생활만족도가낮아지거나높아질수있다는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자아탄력성, 대처방식의 관련성을 분석하여생활스트레

스로 인해발생하는가정생활의불만을 완화할 수있는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기혼

여성의생활스트레스요인인고부갈등과경제문제는종

속변인인 생활만족도와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에 유의

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대처방식에는 자녀관계

와 고부갈등이 정(+)적 영향, 경제문제는 부(-)적 영향

을 미쳤다. 매개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

아탄력성이정(+)적인 영향, 대처방식은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

스 하위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력에 변화를 주는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생활스트레스에 대해 기혼여성의

적응을돕는작용을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대처

방식이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영향력을 감소할 수

있는 부(-)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서 중심적 대

처보다문제중심적대처가요구된다. 이와같은연구결

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은 기혼여성의 생

활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경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이는과거남편관계, 고부관계로인한생활스트레스와

다른새로운양상을보여주고있다. 본연구의결과는자

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증진이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기

혼여성의생활만족도저하현상을예방하는방안이될수

있음을시사한다. 이에따라기혼여성의정신건강을위한

상담현장에서생활스트레스에대한자아탄력성과대처방

식의긍정적효과에주목하여이를증진할수있도록유

효한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인구사회학적범위의제한성으로전업주부와직

장여성, 다양한 연령층, 경제력의 차이 등을 적절히 반

영하지못해일반화하기에는분명한계가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 요인의 변화를 더욱 명확히 확

인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매개효과

의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척도의 적용이 필

요할 것이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dustry Promotion Research❙    71

References
[1] 김영미(2014), 복지국가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

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1(1),

143-177.

[2] 정성미(2019), 2000년이후기혼여성의노동공급탄력
성, 여성경제연구, 16(20), 1-26.

[3] Monica, A.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152, 15-26.

[4]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5] 전겸구·김교헌(2003), 한국주부의생활스트레스와대

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8(3), 1-39.

[6]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7]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533-547.

[8] 엄나연·김은하(2016),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
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619-630.

[9] Folkman, S., and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10] Lazarus, R. S., and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 89-127.

[11] Pearlin, L. I., and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12] Brown, J. M. (1984), Imagery Coping Strategies in

the Treatment of Migraine, Pain, 18(2), 157-167.

[13] Lazarus, R. S. (1981), A Cognitivist’s Reply to

Zajonc o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6(2), 222-223.

[14] Cutler, N. E. (1979), Aging Variation in the

Dimensionality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4(4), 573-578.

[15] 박세윤·김준·장정윤(2015), 대학생의 신체활동 수준

과건강관련삶의질, 생활만족도및삶의질의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95-107.

[16] 이재철·노효련(2014), 폐광지역노인의삶의질이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5637-5643.

[17] 정영미(2011), 중년기 성인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

식 및 생활만족도, 한국자료분석학회, 13(3),

1279-1291.

[18] 조준배(2009),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부부갈등 대
처방법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자아존중감과자

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27), 153-174.

[19] 박주희(2015),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

회적지지 자원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71-94.

[20] 전겸구(1998), 주부들이경험하는생활스트레스와대

처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14(1), 39-59.

[21] 성미애·최여진(2015), 학령기자녀와함께사는분거

가족기혼여성의스트레스에관한변인고찰, 한국가
족학회지, 27(4), 89-111.

[22] 박유숙(2002), 남편의폭력이아내의정신병리에미

치는영향 : 자아탄력성, 대처양식, 사회적지지를중

재변인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이장호·김정희(1988), 지각된스트레스, 인지세트및
대처방식의우울에대한작용 -대학신입생의스트레

스경험을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

치료, 1(1), 25-46.

[24] 권순화(2010), 중년기 여성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

행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5]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20 Oct; 5(4): 63-7272

김 은 혜(Kim, Eun Hye)

․서울한영대학교재활상담학과 학과장
․관심분야 : 상담심리, 자기이해와
성숙 등.
․E-Mail : keh541@naver.com

최 재 훈(Choi, Jea Hoon)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기혼여성의 생활스트
레스,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내현적 자기애 등.
․E-Mail : cjh7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