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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족은 일차적으로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가족내에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속적인 관계이며,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사회적 관

계이다. 가족관계중에 부부관계의 양상은 양자간의 역할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에게 갖는

역할기대의 충족은 대단히 중요하다. 남녀가 조화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살아가는 부부관

계에서 남녀의 역할분화는 모든 사회행동의 밑바탕이 된다(엄인숙, 1995).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남편의 역할은 수단적 역할로, 부인의 역할은 표현적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전

자는 가족의 균형유지와 대외목적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수단적으로 수립하는 역할이며, 후자는 가족

구성원내의 통합관계의 유지 및 긴장완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능주의 이론에 기인된 역할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기대나 수행 혹은 인

지의 양상이 바뀌게 된다. 역할 기대는 역할 담당자에 대한 타인의 요구나 평가기준으로, 이것은 집단내

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모방되며 이는 개인이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처럼 갑작스럽게 고도로 산업화된 전환기적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수되었던 역할로부터 변화에 따

른 합의된 역할기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부간에 의식하는 역할의 차이 때문에 역할간 갈등이

보편적으로 야기될 수 있다. 부부간의 역할수행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에까지 미치

는 영향이 지대하다. 부부간 역할기대의 차이는 결혼내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역할기대간의 차이가

크면 결혼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부부간의 역할기대를 고찰해 보면, 조선전기 사회는 여성 차별이 법제화된 수준에

서 성역할 구분을 엄격히 하여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중세적 사

회관이었고, 조선후기 사회는 소농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가족의 독립적 사회단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여

성억압을 통한 봉건제도 유지가 법과는 별개로 사회 전반에 일반화 되었다(신영숙, 1991). 이조의 대표

적 유교학자인 우암 송시열(1986)의 계녀서 에 보면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만을 기능적으로 강조한

반면, 가정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언급한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전통사회에서의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가족내 성역할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고 가부장권에 의하여 여

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상당부분

이 기계의 혜택을 입어 해결되고 있으므로 오늘날 가족내에서 부인의 역할이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비중

은 점차 줄어들고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전통적 가족에 비해 신장되고 있지만 현대 가족내 부부간

의 역할분담 구조에는 남편의 직장생활 구조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장필하, 조 형, 1992) 전통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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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개념의 중요한 부분들이 충족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남녀의 성구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타 여러 가지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남성들은 아직도 차별적인 편견을 갖고

있으며,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관념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김은영,

1990),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편견이 아직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인은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젊은 여성세대에서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동일, 1991).

많은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이후

배우자의 기대에 의해 역할 재구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성역할은 m들 남편과

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면 결혼관계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심화되어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역할이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 또는 기대는 성에 따른 역할 구분, 특질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로서의 성역할은 개인이나 한 집단이 남자, 여자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주로 한 집단이 가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내용을 분

석하거나 개인이 성역할 개념을 가지게 되는 사회화 과정이나 상호작용의 과정에 주안점을 둔다(장경

순, 1989). 성역할의 사회화는 일정한 문화적 배경하에서 남녀가 서로 다르게 키워지고 결혼관계속에서

더욱 강화되지만 결혼관계 자체는 서로 친밀성이 요구된다. 가장 친밀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상호역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부부관계에 불만족하게 됨므로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정신신체화된 건강문제로까지 파급되거나, 신체적 건강문제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다(Napholz,

1995). 이는 실제로 갈등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프로락틴이나 에피네피

린, 노에피네피린 등이 뚜렷하게 높았었고 산후우울 등 생리심리적인 증상도 부부간의 갈등과 관련되었

다는 결과 등을 통하여 이미 설명되고 있다(Malarkey , Kiecolt - Glaser , P earl & Glaser , 1994 ;

Mills , F inchilescu & Lea, 1995).

사회계층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결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일정사회 계층의 기혼 여성이 갖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갖는 역할 개념과 기대는 부부관계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는 결혼 만족도, 결혼의 질에 집중되었고, 근본적인 부부의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권희안, 1992). 사실상 기혼 여성의 배우자에 관한 역할 기대는 여성건강의 다면적 특성과 직간

접적으로 연관되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

대의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혼여성의 배우자에 관한 역할 기대의 내용을 분석한다면 이

는 기혼 부부간의 이해와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건강관리 과정에서 가족

중심적으로 접근할 때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기대하는 남

편의 역할갈등으로 야기되는 건강상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로부터 출발되었다.

Ⅱ . 문헌 고찰

1 . 기혼여성의 기대

기혼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이전에 비하여 극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

고 살아간다. 기혼여성은 가사관리, 가정관리, 영양관리, 의복관리, 음식조리, 건강관리, 사회적 기능, 아

내역할 및 어머니 역할등이 전통적으로 서구사회에서는 기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외의

며느리 역할, 친족관계 조정역할 등이 기대된느 상황에서 과다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이

광규, 1975). 이와같은 과다한 역할부담은 기혼여성의 건강수준에 작용되어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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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영향을 미친다(T hom as ,1995). 기혼여성이 전격적으로 증가되는 생활부담에 대처하도록 도울수 있

는 가장 핵심주체는 남편이 도리 것 이다. 이는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결혼에의 기대는 남편에 의하여 충

족되기 때문이다. 결혼의 질이란 결혼한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의 평

가는 결혼내 상호작용과 결혼관계의 수많은 특징을 연속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duv all,

1974). 부부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결혼한 두사람이 얼마나 스스로의 이상에 맞는 관계를 이루어 가느냐

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란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결혼, 이혼, 혼외정사 등

의 문제이 있어서도 각기 상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다양성은 실제로 부부 개개인의 인성적 특성

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들 부부가 처해있는 조건이나 사회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

다수가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적 상황에서 두 가지 차원의 현상이 문제시 된다. 하나는 사회의 전통

적 사고 방식에 의해 형성된 생활습관이며 또 하나는 사회가 갖고 있는 외부적 압력의 정도이다. 부부관

계와 관련된 전통적 문제는 직계가족의 수직원리에 입각한 가족 집단주의나 위계주의와 성역할 규법을

들 수 있으며 외적 변동의 차원에서는 변동의 속도, 서구화의 압력과 경제우선적 근대화 양식을 들 수

있다(조혜정,1989). 이 두가지 현상적인 요인은 모든 결혼에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성역할은 부부관계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삶의 질이나 건강

수준은 그들이 기대하는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가 충족되는 정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성격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

념이 아직도 남성중심적, 가부장적인데 반해, 김동일(1991)의 보고에서는 젊은 여성에게 있어 성역할 고

정관념은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들 자신은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으나(심현숙, 1987),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여성자신의 태도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을 연구한 학자들(P eter son & Baucom , 1989 ; W ink & Helson , 1993)

의 보고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기대의 초점은 남편의 성역할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 배우자 역할

배우자 역할이란 결혼내에서 상호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Aldou s , 1974).

보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어느 g나가지 역할을 상대적으로 수행하는것으로서 본문에서는 주로 남편

의 역할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혼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에게서 물질의 제공자, 성 상대자, 동반

자, 의사 결정자, 아버지 역할, 정서적지지, 재정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받는다

(Duvall,1974). 전통적인 남녀역할 분담에 따르는 경우, 남성은 집 밖의 사회적 일에 종사하는 생산인으

로서, 여성은 사적집단인 가족의 관리자로서 소비를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남녀간에 양분된 역할분담에

따라 부부는 각기 다른 경험세계에서 살게됙, 결국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경험내용은 점점 적어지고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데이비드 필드, 1991). 따라서 남편이 부부간의 역할을 가정과 사회

로 분리한다면 가정에 잇는 아내에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구조적 장애로 대두된다. 생산

영역과 가정간의 유기적 연결과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이 존중되는 사회속에서 살려면 부부관계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관계속에서 부부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부부가

독자적 인격체로서 만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성역할 분담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조혜정,1989). 성고정관념이란 남성 혹은 여성과 관련된 이전에 습득된 여러지식이

연합된 구조로써, 이에 관련된 사전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다르다는 신

념이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 신념은 남녀에 대한 평가, 자아개념의 형성, 그리고 자신들

의 성역할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즉 남성특성을 도구적인 것 또는 능력적 범주로 분류하고, 여성특성을

표현적인 것 또는 온정과 표현범주로 분류되었다(Strong & DeVault , 1994). 그리하여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 지적, 건강함, 비정서적, 자신감, 공격적, 결단적, 논리적인 특성은 남성을 묘사하며, 복종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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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 정서적, 흥분적, 온정적, 동정적 등의 특성은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임유정,1989). 연령별로 보면

아동기에는 범주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그녀는 여자야, 그러므로 여자처럼 행동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성인들은 차원적 관점의 성 고정관념을 소유하고 행동정보에 의존하여 그는 남자이지만 그가 얼

마나 남성적인가는 행동을 관찰해야 알 수 있다 라고 사고한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이 연령이 증가하면

서 융통성있게 변해가고, 성역할 고정관념 자체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으나 고정관념은

역시 사회인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남성역할로 인하여 심리

적인 문제나 행동적인 속박과 제약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남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과 더불

어 남자 자신들도 성역할에서 벗어나면 역시 부정적 평가를 받게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Karney , et al.,1994). 배우자의 고유한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실증

적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Bradbury , Campbell & F incham , 1995 ; Langis , Sabourin , Lu ssier &

Mathieu ,1994). 특히 부부상호간에 인지된 성역할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만족정도는 차이가 있다.

Bradbury , Campbell과 F incham (1995)의 연구결과 성역할 행위는 남성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그다

지 신뢰성있는 만족요인이 아니지만 여성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요인임이 시사되었다. 남편

들이 애정적 , 동정적 ,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한 높은 민감성 이 있을때에 여성자신은 덜 자기중심적

이고, 혼란과 냉소를 덜 경험하게 된다. 한편 Langis와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상

대 배우자에게 인지된 성역할기대와 실제간의 차이정도가 결혼의 만족을 예측하는 주요 인자로 나타났

다.

배우자가 갖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관계의 질은 배

우자가 갖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Gottm an &

Korkoff , 1989 ; S ay er s & Baucom ,1991). 성역할 행위와 관련된 부부관계 또는 부부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성역할 요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배타적이 srjt처럼 보이

지만 서로 동일속성을 나타내는 일직선 상에서 정도에 따른 구분이 되거나 직교(Orthogonal)의 면관계

를 이룬다(Bem ,1974).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성역할이 긍정적인 결혼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Antil, 1983 ; Kurd다 & Schmitt , 1986 ; P eter son , et al., 1989). 이와 같이 성역할과 결혼적

응 정도와의 관계 유의성은 많은 연구에서 짖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전들이 이러한 관계

의 복합성을 적절히 설명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적다.

남녀의 성차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양성적

시각이 대두된다. 즉,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남성적일 수도 있고 여성적일 수도 있으며

이 두가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Strong & Dev ault , 1994). 양성적 시각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뚜렷이 구분되게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안에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과 둘사이의 균형정도는 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이 강조된다(F au sto- Sterling , 1985). 한 개인이 우리사회에서 보는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닐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적 특성을 고루 지니는 개인은 개인적,

대인적 적응과정에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진경,1989).

새로운 성역할의 개념과 결과로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심리적 양성성은 바람직한 남성성과 여

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도구적 또는 표현적이고 자기주장이면서도 양보적인 성

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연구에 의하면, 양성적인 사람이 성정형화된 사람들보다 효율적인 행

동을 하며 심리적인 적응을 더 잘한다는 결과가 밝혀졌고, 양성적인 유형이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

격이라고 보고되었다(Peter son , Baucon , Elliot , & F arr , 1987). 이러한 양성적 연구는 여성의 경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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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남성적 기준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지닌 질서와 의미를 파악케 하는 작업으로 주요한 의의를 지니

고 있다.

한국의 30∼40대 중년남성의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

면, 미분화 유형이 32.6% , 양성성이 28% , 남성성이 20.5% , 여성성이 18.9%로 나타나 Bem을 비롯한

서구의 일반적 결과, 즉 1/ 3이 양성성을 보여주고 미분화 유형이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인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민정,1994). 그런데 일연구에서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자녀

양육 참여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박문학,1989). 즉 아버지가 양성성이거나 여성적일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남성적이거나 미분화형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사실상 남편들이 배우자로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고정적 성역할보다는 양성성을 나타낼 때 보다 부부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아내와의 상호만족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양성성 유형의 행동에 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성역할 행동이란 그 시대적 배경에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기대와 경험등의 여러 내적,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

므로 변하는 사회에서의 성역할 행동의 예측은 고정적 차원에만 의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건강수준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역할 기대와 남편의 역할 수행간의 일치정도에 의해 좌우

도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배우자성역할 기대내용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여성건강 간호에 있어 필

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Ⅲ . 연구 방법

1 .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 문항의 개방형 질문에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한 면접을 통한 내용분석 연

구이다.

2 .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하여 추출된 임부 212명이었다.

3 . 자료수집방법

면접원의 직접면접에 의해 질문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내 중류층 기혼여성 212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배우자 기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며 산전

관리를 위하여 일차, 이차, 및 삼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결혼상태의 임부 각 82, 145, 182명을 편의추출

하여 1993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 총 40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면담에 응한 212명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응답에 거절한 임부는 197명으로 기대없다 가 7명, 모르겠다 가 2명, 무응답이 188명

으로 응답율은 51.6%였다.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승인을 얻고, 간호부 산하 관련

기관의 부서장에게 허락을 얻은 후에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수락

한 대상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면담법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산전 진찰을 받기위

하여 대기중인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자는 4명이었다. 자료수집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연

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한 훈련을 1시간 실시하여 개방형 짊눈시의 접근태도와 질문방식의 일관성과 공

통성을 위해서 상호 시범과 평가를 통한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4 .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기대하는 도움이나 요망사항에 관한 단일

문항에 5개 이내로 응답토록 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내용은 결혼한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귀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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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석방법

수집된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간호 연구에 있어 통합적인 방법론적 시도로

서, 구두 표현, 시각적 표현, 기술적 표현등의 질적 자료를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 현상을

묘사하고 수량화하여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분석 방법을 일컫는다(Dow ne- W amboldt , 1992). 내

용 분석은 대상자의 구두 혹은 서면의 언어소통에 적용된다. 내용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명확한 코딩법

칙이 요구되며 이 법칙은 동일한 기준으로 두사람 이상의 분석자가 합의를 위해 참고가 되는 지침의 역

할을 한다. 이는 현상의 범주화를 시도함으로써 결과의 추론적 질을 항진시키기 위함이다.

내용 분석법으로 분석한 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① 분석 단위의 설정 - 항목

② 범주의 설정과 개념 정의 - 결혼관계의 특징적 기대

③ 범주 개념과 법칙에 대한 사전 조사

④ 신뢰도와 타당도 사정

⑤ 필요시 코딩 법칙의 수정

⑥ 수정된 범주틀에 의한 사전조사

⑦ 자료의 코딩화

⑧ 신뢰도와 타당도의 재사정

6 . 제한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남편에대한 역할기대를 측정하였으나 임부에 국한하였으므로 출산여성 일부만

을 다루어 기혼여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Ⅳ . 연구의 결과

1 . 참여자의 일반적 특 성

본 연구참여자의 연령분포는 19∼38세로 평균연령은 28세였고, 결혼기간은 1개월에서부터 166개월

의 범주로 평균 결혼기간은 30개월이었다. 참여자의 72.4%는 전업 주부였으며, 47.9%가 대졸이상의 학

력소지자였다. 평균 가구당 월 수입은 142만원으로 나타났고, 90.1%가 중고등이상의 학력수준으로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여성의 평균 교육수준인 중졸(여성개발원, 1992)보다 다소 높은 중류이상의 집

단이었다.

2 . 내용분석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의 내용으로 나온 응답은 총 701개였다. 이를 내용 분석의 범주화 과정을 거

쳐 12개의 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의 타당성을 위하여 두명의 연구자는 3회에 걸쳐 반복적인

분류작업을 하였고, 범주화는 결혼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배우자 역할 기대 내용을 연구와 문헌을 기

반으로 논리적으로 상호 배타적으로 하였다. 분류된 12개의 역할기대범주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통합

② 남편자신의 건강관리

③ 아버지 역할

④ 인간적 성숙

⑤ 대화 및 인격존중

⑥ 사회적 능력

⑦ 가사 노동 분담

⑧ 인척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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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오락 및 취미생활

⑩ 아내의 사회적 계발

⑪ 외도 금지

⑫ 경제적 안정 도모와 유지

항목별 코딩을 위한 원칙(schem e)은 다음과 같다.

1) 가족통합기대

가정적 , 가정에 대한 책임 , 자상한 남편 , 가정에 충실 등이 가족통합과 정서적

지지로 응답된 내용들이었다.

2) 남편자신의 건강관리에 관한 기대

규칙적인 생활 , 술담배 안하기 , 건강관리 , 건전한 생활 등의 응답이 건강관련 내

용이었다.

3)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기대

육아 , 좋은 아빠 , 아이와의 시간 , 아이 교육에의 참여 등의 응답이 이에 해당되

었다.

4) 인간적 성숙에 관련된 기대

성실 , 성숙 , 진실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의 응답이 주로 인간적 성숙과 관

련된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다.

5) 대화 및 아내존중에 대한 기대

대화를 갖을 것 ,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 , 의견존중 , 상호신뢰 등의 응답이

이에 해당되었다.

6) 사회적 능력유지에 대한 기대

사회적 책임감 , 자신감 , 사회에서 인정받음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7)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기대

가사일 분담 , 가사에의 참여 , 가사인 도와주기 등이 이에 관한 응답이었다.

8) 인척관계 조정에 대한 기대

양가부모에게 효성 , 시댁과 친정의 구별없이 잘하기 , 집안 식구들과의 좋은 유대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9) 오락 취미생활 공유에 대한 기대

함께 취미생활 , 여가선용 등의 기대 내용이었다.

10) 아내의 사회적 계발 지원에 관련된 기대

아내의 발전을 위한 외조 , 아내의 직업 존중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11) 외도금지에 대한 기대

외박 및 외도금지 , 비윤리적 행동 금지 , 도덕적으로 건전 등의 응답이 혼외 관계

금지의 기대였다.

12) 경제적 안정 도모에 대한 기대

경제적 안정 , 경제적 책임 등이 이에 관련된 응답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상의 범주화는 응답된 역할기대 내용을 연구자 2인이 상황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각 범주에 할당하

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이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이해 가 전반적인 인성과 성격, 성숙에 관

계된 경우는 인간적 성숙관련 기대의 범주에,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구체적인 것은 가족 통합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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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의 범주에, 자녀에관련된 것 이해는 아버지의 역할 범주에, 그리고 친척, 친지에 관한 이해는 인척

관계 조정관련 기대 범주로 지정하였다. 또한 관계상의 범주화를 위해 12개의 범주를 3개의 관계 중심

의 역할 기대영역별로 분류를 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남편자신영역의 기대로는 인간성 성숙,

사회적 능력유지 및 건강관리가 해당되고, 2)가족기능 영역의 기대는 경제적 안정도모, 가족통합, 인격

존중, 아내의 사회적 계발지지, 오락 및 취미생활 공유등이 해당한다. 4 )부모역할 영역에 대한 것은 아

버지의 역할담당이 해당하고, 5 )기타 영역으로는 인척관계 조정의 내용이 해당된다.

응답된 총 701개 내용의 범주별 빈도는 가족통합을 위한 지지(243), 남편자신의 건강관리(67), 아버

지 역할(63), 인간적 성숙(63), 대화 및 인격존중(47), 사회적 능력유지(47), 가사 노동 분담(40), 인척관

계 조정(33), 오락 및 취미생활 공유(31), 아내의 사회적 계발지원(28), 외도 금지(27), 및 경제적 안정도

모(13)의 순위였다(표 1). 전체적으로 가족통합을 위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외도 금지 및 경제적 안정도

모가 가장 낮았다.

< 표 1> 기혼여성의 배우자 기대의 범주별 빈도

순위 범 주 영역 빈도 (% )

1 가족통합 가족기능 243 (34.6)

2 남편의 건강관리 남편자신 67 ( 9.5)

3 아버지 역할 부모역할 63 ( 8.9)

4 인간적 성숙 남편자신 63 ( 8.9)

5 대화 및 인격존중 동반자 47 ( 6.7)

6 사회적 능력유지 남편자신 47 ( 6.7)

7 가사 노동분담 동반자 40( 5.7)

8 인척관계 조정 가족기능 33 ( 4.7)

9 오락/ 취미생활 공유 동반자 31( 4.4)

10 아내의 사회적 계발 동반자 28 ( 4.0)

11 외도금지 동반자 27 ( 3.9)

12 경제적 안정도모 가족기능 13 ( 2.0)

계 701(100.0)

Ⅴ . 논의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기혼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응답분포가 큰 기대내용

은 가족전체를 위한 통합(34.6% ), 남편자신의 건강관리(9.5% ), 아버지 역할 및 인간적 성숙(8.9% ) 이

었다. 전통적인 가사노동 분담이나 아내의 사회적 계발지원은 중용한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나 그 순위는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역할기대의 범주를 다시 관계영역별로 구분해보면, 남편중심의 기대영역은 인간

적 성숙, 건강관리, 사회적 능력유지 등이고, 가족기능 기대영역은 가족 통합과 경제적 안정도모였는데

이는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주도적 역할 기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가부장적 기대이지만 아내에

대한 동반자적 기대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동반자적 기대영역으로는 가사노동의 분담, 외도금지, 오락

및 취미생활 공유, 대화 및 인격 존중, 아내의 사회적 계발지원 등이었다. 부모역할 영역은 아버지 역할

이었고, 기타 영역으로는 인척관계 좆정을 기대하였다.

아내들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내용중 특징적인 것은 남편자신의 건강유지나 인간적 성숙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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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관계 조정등이다. 이는 우리나라 남편들이 직업적 특성 때문에 겪게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

담과 관련되고 유교 규범에 따른 친인척 중심의 가족간 심리적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문화의 특징

적인 부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안정도모와 유지가 가장 낮은 이유는 참여자의 경제적인

수준이 중류층이었기 때문이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에게 기대되

는 성 역할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서 기혼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남성적인 고정적인 성역할중 가부

장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한편 남편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성숙하려는 발전적인 존재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상호 인간적인 대화를 통한 교류와 함께 파트너로서 가사분담 등을 해주는 양성적으로

균형잡힌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혼여성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유한 양성적 특성의 배우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와같이 나타난 심리적 양성성 유형은 Strong과 DeVault (1994)도 지적하였듯이 남성적인

특질과 여성적인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통합시킨 인간상이 이상적인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상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려

는 경향이 점점 적어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 여성보다는 심리적 양성성이 행동상

적응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병석(1993)이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데이비드 필드(1991)와 Strong 과 DeVault (1994)가 설명하듯이 문제해결이나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양식을 남성적, 여성적 특질에 관계없이 행동목록을 갖고 있어 단정적인 목적을 위

해서는 남성적 행동을, 표현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여성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결혼에 대한 상호 만족도를 높힐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양성서의배우자가 결혼의 질과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을 제시한 여러 연구

(Bradbury , Campbell, & Fincham ; 1995, Gottm an & Krokoff , 1989)의 결과를 고려할 때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결혼의 질과 만족 및 건강수준은 배우자 각자가 갖고 있는 성역할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Wink & Helson , 1993)결과등을 고려할 때에 중요시 되어야 한다.

동반자적 영역에서 부부간에 대화는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공유함으로서 서로간

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를 증진하여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부는 대

화를 통하여 각자의 경험과 생각, 정서를 나눔으로써 하나됨을 경험해 갈 수 있다. 부부간의 대화와 결

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화시간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지적되

었으므로(김호경,1992)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건강행위 결정기뢰를 좀더 도모해야 한다.

동반자적 기대영역중에서 가사분담 기대와 관련하여 고려할 때에 여성의 역할은 임신과 함께 양육자

로서의 전형적인 가사일로 특징화 되는 좁은 영역으로 제한하여 고정하고, 남자는 공적 삶의 다양한 분

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또한 여성에게는 가족 공총체에서의 응집을 요구하며 특히 결혼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과 가정주부로서의 아내로 내적 역할 기대의 관습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내들이 기대하는 노동분담의 기대는 신중하게 고려되고 부부관계에 반영시켜야 한다. 노동 분

담에 대한 태도는 자아정체감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연구에서 시사되었으며, 특히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지향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어야 한다(심현숙,1987). 노동분업적

성 이데올로기는 결혼생활에서 성에 근거한 노동분업에 대한 것으로 성역할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

회생활에 대한 상대적 차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모역할 기대영역에서 아버지 역할기대는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아버

지의 역할 정체감 역시 자녀양육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노 나타났고 양성형이거나 여성적일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남성적이거나 미분화형일수록 자녀양육에 적게 참여한다고 보고되었다(박문

학,1989 ; 데이비드 필드,1991). 현대사회가 부부간의 역할 공유를 요구하고 특히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48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서 양성형의 아버지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반자적 영역에서 기대된 외도금지는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일부일처 제도인 나라에서는 최소한

외적으로는 결혼관계의 전제조건이거나 성립조건이지 결혼의 유지나 질적 향상을 위한 조건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기혼남성의 68.5% (장필화,조형,1992)가 혼외의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등을 미루어 볼 때에 단지 한국 기혼 여성들이 남편의 혼외 성생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인지

하고 있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외도는 결혼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

소로서 특히 이혼 혹은 부정적 감정, 불확실성 등의 심리적, 신체적 호소를 동반한 만성적 결혼관계의

문제들과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Charny & P arnass ,1995). Charny (1992)는 혼외 관계에

대한 열정과 욕망은 피하기 어려운 실존적 딜레마이지만 결혼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상호신뢰, 부부만

의 특별한 고유한 내밀함에 대한 확인, 무조건적인 정서적 안정감의 요구와 기대가 결혼의 과정에서 핵

심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간의 신뢰가 현명하고 충직하게 구축되려면 부부간에 외

도금지 결정에 대한 결단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는 성고정 관념에서 다소 벗어난, 변화된 역할기대를 하

며 구체적으로는 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의 남성 중심적

인 틀과 여성의 변화된 역할 기대가 혼합되어 있어 부부간에 상호 기대는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때에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결혼상태에 있는 부

부의 결혼관계 뿐만아니라 여성의 신체, 생리적인 건강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취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으므로(Malarkey , Kiecolt - Glaser , P earl & Glaser , 1994 ;

Mills , F inchilescu & Lea, 1995) 기혼여성의 건강관리 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Ⅵ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 산전관리를 받으러 온 임부중에 편의추출방법으

로 접근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구두승인을 한 212명에게 면접법으로 배우자에게 하는 역할기대를

단일문장으로 질문하여 얻은 701개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분석된 내용 범주화의 타당성

과 신뢰도를 위하여 2명의 연구자가 3회에 걸쳐 범주할당 적절성에 관하여 논의와 합의를 하였다. 응답

된 총 701개 내용은 1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범주별 응답자의 빈도를 우선순위별로 보면 가족통합

을 위한 지지(243), 남편자신의 건강관리(67), 아버지 역할(63), 인간적 성숙(63), 대화 및 인격존중(47),

사회적 능력유지(47), 가사 노동 분담(40), 인척관계 조정(33), 오락 및 취미생활 공유(31), 아내의 사회

적 계발 지원(28), 외도 금지(27), 및 경제적 안정도모(13)의 순위였다. 전체적으로 가족통합을 위한 기

대가 높았고 외도금지 및 경제적 안정도모가 가장 낮았다. 12개의 범주를 4개의 관계 중심의 역할 기

대영역별로 분류를 한 자료분석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남편자신영역의 기대로는 인간성 성숙,

사회적 능력 유지 및 건강관리가 해당되고, 2)가족기능 영역의 기대는 경제적 안정도모, 가족통합, 3 )동

반자 영역의 기대는 외도금지, 가사분담, 대화 및 인격존중, 아내의 사회적 계발지지, 오락 및 취미생활

공유등이 해당한다, 4 )부모역할 영역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담당이 해당하고, 5)기타 영역으로는 인

척관계 조정의 내용이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기혼 여성들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하여 무조건 가부장적인 기대를 하거나 단지 성역할이

다른 동반자로서 자신의 부족을 보완하거나 자신의 직접적인 욕구 중심적인 기대에 국한되기 보다는 가

족단위적인 기대나 인척과의 관계기대가 큰 것은 우리의 혈연과 친족중심적 유교문화적 가족관계 특성

이라고 여겨지고, 배우자 자신의 건강이나 인간성 발달적인 측면을 크게 기대한 사실은 여성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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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상이나 대접보다는 남편개발 중심적인 기대였다고 본다. 이는 아내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돌봄

을 받으려는 의존적 기대이상으로 남편의 발전과 보호등을 고려하고 있는 성숙한 일면이라고 본다. 그

러므로 주지해야 할 과제는 간호사는 가족중심적으로 기혼여성의 건강관리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구체

적으로 남편에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역할기대를 인지시키어 상호 기대를 충조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간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사분담등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이나 갈등요인을 줄임으로써 아내의 신체 심리적 건상보호와 증진에 근간

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남편에 대한 역할기대와 남편의 역할 차이로 인한 건강문제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

다.

2. 결혼한 부부 상호간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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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K ey c on c ept : s p ou s e ro le , m arri e d w om e n , K ore a

Role E x pectat ion on S pou s e of

M arried W om en in Kore a

S oon Bok Chan g · Youn g Ran T ak

S oon Bok Ch ang : College of Nur sing Yon sei Univ er sity T ; 82- 2- 361- 5135, F :

82- 2- 392- 5440

Youn g Ran T ak : Departm ent of Nur sing Hany an g Univ er sity .

T his stu dy sought t o inv estigate the spou sal role ex pectation of m arried childbearin g

w om en in th e social m ilieu . T h e purpose of this stu dy w as t o det erm in e the spou se ' s

role ex pect at ion w hich influences m arital qu ality an d m arit al satisfact ion , th ereby

contr ibut in g to m arried w om en ' s psy chological w ell - b ein g and fam ily health . Data

collect ion w as done in th e pren at al care center of 212 early adult , m arried , m iddle clas s

w om en liv in g in th e urban ar ea by int erv iew . U sin g cont ent analy sis , 701 an sw er s

w ere recoded by 12 cat egories of role ex pectation as fam ily int egration , h ealth

m aint en ance, father role t aking , per sonal m aturity , com municat ion an d respect , social

confidence, div ision of dom est ic labor , r elat ion ship w ith ex t ended fam ily , r ecreation and

h obby , social support for w ife ' s self actualizat ion , faith in sex ual r elat ion ship , and

security in econom ic st atu s . T h e influen ce of th e alt er ed g en der role in m odern society ,

w om en ' s expect at ion is deriv ed from som ew h at m asculin ity and fem inity in role

expect ation . T he result s ar e discu ssed in relat ion t o prototype of gen der role and

relat ion ship s . T hese fin ding w ill as sist nur se in the under st an ding an d int erv enin g th e

m arital problem an d w om en ' s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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