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간호학회지 15(2), 2006년 6월 179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2006년 6월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15 No.2, 179-186, June, 2006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김 선 아1)
․남 경 아2)

․정 향 인3)

주요어 : 기혼 취업여성, 우울
* 연세대학교 2003년도 학술연구비 지원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psy0962@yumc.yousei.ac.kr)
2)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3) 일리노이주립대학교 간호대학 박사학위 취득
투고일: 2006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3일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 심리적 건

강문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여성들, 특히 기혼인 경우에 취업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양상

과는 다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가

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해 사회가 여성에

게 부과하는 역할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0). 그 동안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소비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

고 있으며, 특히 자녀수 감소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활용시간의 증가 등으로 기혼 여성

의 취업동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도 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48.7%가 경제활

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기혼 여성의 취업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과거 미혼 취업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에는 기혼 취업여성들을 위한 육

아휴직, 아동보육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발전적으

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에 동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지는 기혼여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기혼 취업여성들의 다중 역할 

수행이 여성들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

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Reisine & Fifield, 1995), 논리적

이고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혼 취업여성의 경험에 대해서는 사회학과 심리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과에서 연구해 오고 있는데, Warr와 Parry(1982)

는 취업 여성이 다양한 역할 때문에 전업주부보다 더 높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우울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나, Gore와 Mangione(1983), Kessler와 McRae (1982)의 연구에

서는 취업여성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이

득 때문에 전업주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Cleary와 Mechanic 

(1983), 그리고 Northcutt(1980)의 연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과 

전업주부 여성 집단 간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기혼 취업여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해석들

을 살펴보면, Warr와 Parry(1982)는 취업 여부나 역할의 숫자, 

시간 등의 물리적 변수보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의 질(role quality)’이 취업여성들의 정신건강이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역할의 질’이란 여성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상대적인 이득과 부정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Klumb와 Lampert(2004)도 역할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이득이 고통보다 높은 수준이면 역할의 질을 긍정

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역할의 질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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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한편 역

할 수행과 심리적인 안녕을 이해함에 있어서 Sorensen과 

Verbrugge(1987)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한 가

지 역할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또 다른 역할로 

인해 완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Luchetta(1995)는 여성

들이 직장과 가정 일을 계속 병행할 수 있는 이유는 취업으

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 즉 재정적인 소득, 사

회적 지지망 확대, 높아진 자율감, 직업 만족 때문이라고 분

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

에 대한 연구가 제한되기는 하나 한국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Kim(1993)의 보고에서는 여성에게 취업은 긍정적 측면

의 보상이 아닌 가사 이외의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lumb

과 Lampert, 2004)들과는 상이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직업

이 여성의 안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직업에 대한 

특성과 가사일, 결혼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 취업여성들에 건강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기혼 취업여성의 배우자 역할의 질에 영향

을 주는 요인(Park, 2001), 유통업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와 

건강행위(Kim & Yun, 2000), 소규모 사업장 여성근로자의 건

강문제(Kim, Yun, Choi, Kim, & Jung, 2000), 취업 기혼여성

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및 대처전략(Jung, Kim, Lee, Yi, & 

Kwon, 2001), 전문직 여성의 직무 스트레스, 직업 만족도, 건

강(Hong et al., 2001), 그리고 기혼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상태(Kim, 200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

합하면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들은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대해서 불만족하며, 가사일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 또한 피로감, 신경계와 심혈관계 등 신체적 건강문제

는 물론 분노와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여

성의 스트레스와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있어 가족적 요인, 특

히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는데, 즉 부부

간 역할분담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정도로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가족기능이 잘되어 여성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기혼 취업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

들은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 보고가 많은 반면, 심리적 건강상

태에 관한 연구와 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결핍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취

업여성들의 우울정도를 알아보고, 취업관련 특성, 수면과 휴

식, 피로수준, 그리고 가사일 수행정도와 남편과의 관계, 결혼

생활 만족, 아내 역할에 대한 만족 등의 다양한 차원의 변인

들이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

함으로써 기혼 취업여성들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여성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취업여성들

의 우울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 정도와 이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23세에서 67세 사이의 기혼 취업여성 

237명으로 이루어졌다. 직장의 근무여건, 수입, 고용형태가 직

업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이 

사무직, 생산판매직, 전문직 등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도

록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도구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과 우울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

해서 취업관련 특성, 수면과 휴식, 피로수준, 그리고 가사일 

수행정도와 남편 및 결혼생활 만족 정도, 역할 만족정도 등을 

알아보는 문항들을 포함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연구자가 개발

하였고, 개발된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

학 박사 3인에게 의뢰하였다. 

취업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 근무시간, 직업 역

할 만족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수면과 휴식, 

피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면과 휴식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지, 피로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

다. 가사일 수행정도는 가사 소요시간과 가사 도움을 받는 정

도를 알아보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남편의 가사 도움에 대한 만족,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 등을 묻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역할 만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내역할 만족정도, 엄마역할 만족정도, 직업

역할 만족정도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등(1961)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0점에서 3점까지 4

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86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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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

지였으며,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내용에 대한 훈련을 받은 5

명의 자료수집자들이 대기업, 은행, 시장, 대형할인 마트, 약

국, 병원, 재래시장, 미장원 등을 방문하였다. 기혼 취업여성

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여성들

에게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구조화된 질문

지를 주었다. 대상자들은 구조화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대상자가 질문하는 내용은 훈련된 자료수

집자가 답해 주었다. 완성된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자료수집

자가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

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양식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우울과 대상자의 생활양식 및 남편에 대한 만족

도, 역할만족도 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6세(표준편차 8.75세)이며, 학력은 

고졸이하가 103명(50.7%), 대졸이상 71명(35.0%), 전문대졸 56

명(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월수입은 101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97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68명(29.2%), 100만원 이하가 32명(13.7%), 

301만원에서 400만원이 23명(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 수입은 301만원에서 400만원이 52명(22.5%), 401만원에

서 500만원 사이가 51명(22.1%)으로 나타나 301만원에서 500

만원 이하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였다. 또한 501만원에서 

600만원사이가 24명(10.4%), 101만원에서 200만원이 20명

(8.7%)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제 근무시간은 41시간에서 50시

간 이하가 78명(37.0%), 40시간 이하가 69명(32.7%)으로 대부

분의 대상자들이 50시간이하 시간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대부분의 대상자 198명(87.6%)

들이 비교대였고, 2교대와 3교대 근무자가 26명(11.5%)이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0명(39.3%), 계약직이 69명(30.1%), 자

영업이 57명(24.9%)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가사업무

에 부담을 준다고 알려진 막내자녀의 나이는 6세 이하가 70

명(34.4%), 7-12세 이하가 50명(24.5%) 이었고 나머지는 중학

생 이상의 나이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Characteristics Frequency %

Age ≤ 35 yrs
36 ~ 45 yrs
≥ 46 yrs

 91
 85
 58

38.9
36.3
24.8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103
 56
 71

50.7
27.6
35.0

Monthly Income
(1,000 won)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 4,000
4,000 ~ 5,000
≥ 5,000

 32
 97
 68
 23
 11
  2

13.7
41.6
29.2
 9.9
 4.7
 0.9

Living Family 
Income
(1,000 won)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 4,000
4,000 ~ 5,000
5,000 ~ 6,000
6,000 ~ 7,000
7,000 ~ 8,000
≥ 8,000

  3
 20
 51
 52
 51
 24
 12
  9
  9

 1.3
 8.7
22.1
22.5
22.1
10.4
 5.2
 3.9
 3.9

Weekly Working 
Time

≤ 40 hrs
41 ~ 50 hrs
51 ~ 60 hrs
61 ~ 80 hrs
≥ 81 hrs

 69
 78
 29
 29
  6

32.7
37.0
13.7
13.7
 2.8

Working 
Condition

No shift work
Two shifts
Three shits

198
 26
  2

87.6
11.5
 0.9

Employment 
Condition

Regular employee
Temporary employee
One day employee
Self-employed
Others

 90
 69
 11
 57
  2

39.3
30.1
 4.8
24.9
 0.9

Lastborn Age ≤ 3 yrs
4 ~ 6 yrs
7 ~ 12 yrs
13 ~ 15 yrs
16 ~ 18 yrs
≥ 19 yrs

 35
 35
 50
 18
 22
 44

17.2
17.2
24.5
 8.8
10.8
21.6  

* Exclusion of missing data

기혼 취업여성의 생활양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사습관, 운동, 휴식, 피로, 수면시간, 가사시간 등을 살펴보

았다<Table 2>. 규칙적인 운동의 시행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59.7%(138명)의 대상자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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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style

Characteristics M±SD t or F p

Depression (Mean Score)  8.50±7.25
Age ≤ 35 yrs(n=91)

36 ~ 45 yrs(n=85)
≥ 46 yrs(n=58)

 7.33±5.64a
 8.14±6.95a-b
10.86±9.26b

4.525  .012*

Education High school (n=103)
College (n=56)
University (n=71)

 8.84±8.18
 9.54±6.37
 6.96±6.27

2.308 .102

Occupation Office worker(n=73)
Production/Services(n=83)
Profession(n=28)

 6.96±4.99a
 9.96±7.35b
 6.54±6.52a

5.496   .005**

Employment
Condition

Regular worker(n=90)
Temporary worker(n=69)
Self-employed(n=57)

 7.56±6.82a
 7.67±5.40a
10.39±9.52b

3.092  .047*

Exercise Never(n=138)
≤ Once a week(n=58)
≤ Two times a week(n=35)

 8.78±7.21
 7.98±7.51
 8.37±7.28

 .249 .780

Regular Diet Yes(n=113)
No(n=118)

 7.41±5.91
 9.60±8.26

-2.314  .022*

Fatigue Relieving
after Sleep

Sufficient(n=110)
Insufficient(n=122)

 7.71±6.54
 9.27±7.80

-1.642 .102

* p<.05, **p<.01       a, b: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t hoc test 

<Table 2> Lifestyle pattern of married working women

(N=237)

Characteristics Frequency %

Exercise Never
Sometimes
Once a week
2~3 times a week
4~5 times a week
Daily

138
 43
 15
 23
 11
  1

59.7
18.6
 6.5
10.0
 4.8
 0.4

Regular Diet Yes
No

113
118

48.9
51.1

Household Time ≤ 1 hr
1 ~ 2 hrs
2 ~ 3 hrs
3 ~ 4 hrs
> 4 hrs

 44
 62
 61
 32
 26

19.6
27.6
27.1
14.2
11.6

Sleeping Time ≤ 5 hrs
5 ~ 6 hrs
6 ~ 7 hrs
≥ 7 hrs

 34
 60
 84
 51

14.8
26.2
36.7
22.3

Rest Time ≤ 1 hr
1 ~ 2 hrs
2 ~ 3 hrs 
3 ~ 4 hrs
> 4 hrs

 48
 69
 30
 17
 29

24.9
35.8
15.5
 8.8
15.0

Degree of Rest 
Time

Very Sufficient
Moderate
Not sufficient
Never sufficient

  3
 64
138
 21

 1.3
28.3
61.1
 9.3

Perceived Fatigue hardly
Sometimes 
Always

 21
169
 42

 9.1
72.8
18.1

Exclusion of missing data

답하였고, 18.6%(43명)가 ‘가끔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1

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1.7%(5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를 묻는 문항에서는 51.1% 

(118명)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48.9%(113명)의 대상자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 

일일 가사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이하가 27.6%(62명), 2시

간에서 3시간 이하가 27.1%(61명), 1시간 이하가 19.6%(44명), 

3시간에서 4시간 이하가 14.2%(32명)로 절반이상이 하루 1-3

시간 정도 가사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은 5시간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14.8%(34명)인 것으

로 나타났고, 7시간이상 수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2.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휴식시간은 전체의 

24.9%(48명)가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의 76.2%(147명)가 하루 휴식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일일 휴식시간에 대해서 70.4%(159명)의 대상자들이 

충분하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29.1%(67명)의 경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이 느끼는 피로 정도는 ‘항

상 느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1%(42명)였고, 72.8%(169명)

가 ‘때때로 느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

기혼 취업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따른 우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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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237)

Depression

Weekly 

working 

time

Household 

time

Sleeping 

time
Rest time Fatigue

Satisfaction 

for helping 

household

of husband

Satisfaction

for husband

Satisfaction

for wife 

role

Satisfaction

for mother 

role

Weekly 
working time

 .065
(.351)

Household time  .058
(.388)

-.114
(.105)  

Sleeping time -.071
(.288)

-.100
(.150)

.013
(.847)

Rest time  .061
(.400)

-.223
(.003)**

 .204
(.005)**

 .047
(.518)

Fatigue  .258
(.000)**

 .103
(.137)

 .043
(.522)

-.115
(.081)

-.054
(.460)

Satisfaction for 
helping 
household
of husband

-.085
(.201)

-.053
(.450)

-.157
(.020)*

 .010
(.881)

-.082
(.260)

-.083
(.214)

Satisfaction
for husband

-.226
(.001)**

-.137
(.050)

-.171
(.012)*

 .102
(.132)

-.165
(.024)*

-.191
(.004)**

 .656
(.000)**

Satisfaction
for wife role

-.266
(.000)**

-.033
(.641)

-.046
(.500)

-.019
(.784)

-.136
(.063)

-.107
(.110)

 .419
(.000)**

 .536
(.000)**

Satisfaction
for mother role

-.170
(.015)*

-.044
(.557)

 .102
(.160)

-.014
(.845)

-.033
(.674)

-.192
(.006)**

 .155
(.031)*

 .179
(.013)*

 .453
(.000)**

Satisfaction
for role in 
work place

-.170
(.012)*

 .001
(.986)

-.126
(.067)

-.002
(.979)

-.034
(.649)

-.218
(.001)**

 .101
(.142)

 .283
(.000)**

 .256
(.000)**

 .187
(.011)*

* p<.05, ** p<.01
Exclusion of missing data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하인 경우가 46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525, 

p=.012). 또한 사무직이나 전문직에 비해 생산판매서비스직인 

경우(F=5.496, p=.005)가, 정규직이나 계약임시직인 경우에 비

해 자영업인 경우(F=3.092, p=.047)가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

해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14, p=.022).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정도와 관련 변수

기혼 취업여성들의 활동 및 휴식을 위해 소요한 시간(작업

시간, 가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등), 인지된 피로정도, 남

편의 가사도움 만족정도,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 아내 또는 

엄마역할만족정도, 직업역할 만족정도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

적인 활동 및 휴식시간, 남편의 가사 도움 만족정도와 우울정

도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

울정도와 피로정도(p=.000)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p=.001), 아내역할 만족정도

(p=.000), 엄마역할 만족정도(p=.015), 직업역할 만족정도  

(p=.012) 등은 우울정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9.6세이며, 중

년기 기혼취업여성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었으나 은퇴시기를 

고려하면 비교적 연령 대 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84.3%, 기혼 여성의 48.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4), 

이는 기혼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

만 기혼 여성의 약 1/2 이 취업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45

세 이전으로 연령을 제한한다면 좀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

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

장 큰 제한점인 편의추출에 의해 자료 수집을 한 점이다. 그

러나 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수준, 직업별

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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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 평균점수는 8.5

점(SD 7.25)으로 Beck 등(1961)이 구분한 우울수준을 기준으

로 보았을 때 정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은 Kim과 Oh(1999)의 연구에서 동

일한 도구로 측정한 여대생들의 우울평균점수 10.32(SD 6.67)

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팀이 기혼 

취업여성들이 취업과 가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인

해 발생되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른 인구집단의 

여성에 비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했던 것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

혼 여성에게 취업이 자존심, 성취감, 주체성, 사회적 지위 등

을 향상시킴으로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한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우울정도를 조사한 Choi(2001)

의 연구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우울정도가 6.56±6.56으로 

전업주부의 9.26±7.73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고 

Lee(2002)의 연구에서는 기혼의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에서 우

울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이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여성의 우울정도와 관련된 변

인과 완충역할을 하는 변인 등에 대한 정교한 추후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과 관련된 변수

들을 검증한 결과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p=.001), 아내역할 만

족정도(p=.000), 엄마역할 만족정도(p=.015), 직장역할 만족정

도(p=.012)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

고 피로정도(p=.000)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주당 근무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 가사시간, 남

편 가사도움 만족도 등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 취업여성들의 경우 물리

적인 가사노동 시간이나 휴식 및 수면시간보다는 남편과의 

관계, 가족 또는 직장 내 자신의 역할만족정도가 우울정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활동이나 휴식시간이 우

울정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Kim(2003)이 가정에서의 휴식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반면 Kim과 Oh(1999)의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우울과 친밀감이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친밀감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우울정도도 낮게 나

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중심적

인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관계중심적인 여성의 특성이 맞물

리는 결과로 사료되며, 한국 여성의 우울예방에 있어서 그 방

향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인간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통해 안정감과 심리적인 만족을 경험하

기 때문에 기혼 취업 여성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

족들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 아내 또는 엄마역

할 만족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 1문항의 0-100점의 도표

평점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개념의 구체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기혼 취업여성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기혼취업여성들

이 갖고 있는 문제나 특성은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제한된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

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이미 취업여성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혼 취업여성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Reisine & Fifield, 1995), 기혼 취

업여성이 미숙아를 낳은 경우, 자녀나 남편이 만성질환을 가

진 경우 등 다양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보건복지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혼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된 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는 이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기혼 취업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

구의 결과는 산업장이나 임상에서 기혼 취업여성들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

는데 특히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37명의 기혼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

의 관련변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

다. 기혼 취업여성들의 취업관련 특성, 수면과 휴식, 피로수

준, 그리고 가사일 수행정도와 남편과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 

아내 역할에 대한 만족을 알아보는 문항들은 연구자가 개발

하여 간호학 박사 3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

고, 우울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Beck(1961)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정도는 평균 8.50±7.25로 

비교적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6세 이상의 경우(F=4.525, 

p=.012), 생산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경우(F=5.496, p=.005), 

자영업인 경우(F=3.092, p=.047)에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사활동 및 수면․휴식시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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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사 도움 만족정도와 우울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정도와 피로정도(p=.000)는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에 대한 만족정도

(p=.001), 아내역할 만족정도(p=.000), 엄마역할 만족정도

(p=.015), 직업역할 만족정도(p=.012) 등은 우울정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들의 우울정도는 직장이나 가사활동, 

수면 및 휴식 시간 등 물리적인 스트레스원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과의 관계, 역할에 대한 만족정도 등 

관계 중심적 속성의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적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후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혼 취업여성에 제한되었기 때

문에 미혼 또는 전업주부들과는 독특한 기혼 취업여성의 우

울정도와 관련된 변인간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우울관련 

변인을 파악하는 포괄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변인

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울에 관련된 다양한 

심리 생리적인 변인들을 포함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우울정도와 관련된 변인을 

남편과 자녀 또는 가사 업무와 관련된 변인들을 위주로 측정

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기혼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직

장 내 스트레스 또는 역할 갈등,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다양

한 가족체제 내에서의 갈등 및 책임 등 취업한 기혼 여성으

로서 경험하는 독특한 대인관계, 사회적 측면 등이 이들의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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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depression and the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istics in Korean 
married employed women.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of 237 married employed women were recruited from 
companies, markets, banks, hospitals, and beauty shops by 5 research assistants. Results: depres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employed women, wife, and mother's roles. Also depress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fatigue. Married working women's mental health is critical issue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s. Effective 
psychosocial intervention is need to design for married working women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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