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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life satisfaction in single 
employed wom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st to November 30th 2011, a descriptive 
surve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112 single employed wo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2.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image according to age (t=2.76, p= .007).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image and life satisfaction in single employed women (r=-.39, p<.001).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trategy for positive self-image in order to promote the life satisfaction in single 
employ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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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대되어 초혼연령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의 24.8세였던 여성의 초혼 평

균 연령은 2010년 현재 28.9세로 증가하여 연령별 미혼비율

이 25~29세 여성 중 67.8%, 30~35세는 28.5%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특히 미혼여성은 경제활동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어 2008년 대졸 이상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6%에 이른다(주재선과 이채정, 2008).

이처럼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 비해 오늘날 여성 취업의 증

가와 자아실현의 욕구 등에 따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도 이전시대와는 달라져,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주의자와는 

달리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시기에 대해서도 자유

로운 미혼인 이른바 ‘싱글족’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장현숙, 2002).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이제 결혼을 생애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여성으로서의 삶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로 부

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반해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

식은 대체로 과장되어 있으며 편견적이고 비하적인 경향이 있

고(박경란, 이영숙과 전귀연, 2011) 흥미위주의 관심에 머무

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과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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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싱글 여성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옥실과 이영숙, 2001). 

김경원과 김태현(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

난 비정상적 사람이며, 결혼하기에 무언가 결함이 있는 사람

으로 간주된다고도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사실적인 지식과 정보 보다는 인간이 지각

하는 이미지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

미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왕석순과 남수정, 2008). 

그런데 사회의 이러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미혼여성은 자신

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곡된 자기 이미지는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내 업무성과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

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경

호, 2004). 자기 이미지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해소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유기체로 인식하

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는 궁극

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

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

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삶의 만족도(이화자, 2003)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깨고 올바른 자아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건

강한 정서상태를 유지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도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미혼여성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

는 독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영숙과 박경란, 2003), 독신

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전옥실과 이영숙, 2001), 대학생의 싱

글여성에 대한 이미지(왕석순, 2010), 기혼자가 인식하는 

30~40대 미혼여성의 이미지(류경희와 왕석순, 2010) 등이 

시행되었으며, 미혼여성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기 이미지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으

로부터 미혼 취업 여성이 좀 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강화

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이

미지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이미지

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

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

도 차이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P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 

취업 여성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설정하고 Correlation에 필

요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109명으로 나타나 5% 탈락률을 

고려하여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앞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과 설문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익명

과 비밀보장을 지킨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11월 1일

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설문지

를 직접 배부하고 대상자가 자가보고식으로 작성한 후 회수하

였다. 총 115부의 설문지 중 누락되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3부

를 제외하고 최종 1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일반적 특성과 

자기 이미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대

상자의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종교, 거주형태, 연애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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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인 유무, 결혼관, 결혼적령기, 미혼으로서 받는 스트레

스 유무와 내용을 조사하였다.

1)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는 Offer, Ostrov와 Howard (1992)가 개발한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OSIIQ-R)를 홍

강의, 신민섭과 김봉석(1998)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KOSIQ-R)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미혼여성 관련 내용으로 수정한 도구

로 측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간호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

당성을 확인한 후, 20~30대 미혼 취업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정신건강(5), 사

회적 기능(6), 가족 기능(5), 직업(5), 결혼/연애/성(6), 출산

(3), 경제력(3), 자기계발(5)에 관한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전혀 아니다.’ 6점으로, 

점수 범위는 최저 38점에서 최고 228점이고, 총점이 낮을수

록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78이었고, 정신건강 .62, 사회

적 기능 .60, 가족기능 .73, 직업 .78, 결혼/연애/성 .77, 출산 

.69, 경제력 .69, 자기계발 .74였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

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문항 7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3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Diener 등(1985)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는 실

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

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7.2세로 22~41세의 범위였으며, 

‘22~29세’ 68.8%, ‘30세 이상’ 31.3%였다. 학력은 ‘4년제졸’ 

67.0%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문직’ 85.7%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평균 210만원으로 120~900만원의 범위를 보였으

며, 월 ‘200만 미만’ 50.9%, 월 ‘200만 이상’ 49.1%로 비슷하

였다. 종교는 ‘없음’ 57.1%로 가장 많았고, 거주형태는 ‘부모

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96.4%가 

연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연인이 있는 경우는 

48.2%였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0.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는 평균 29.6세

였고, 26.8%가 미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트레

스를 받는다는 응답자의 70%가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

났다(표 1).

2.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는 총점 228점 중 평균 114.95점으로 

나타났는데, 8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경제력 평균 9.29점, 

출산 평균 11.03점, 자기계발 평균 12.91점 순으로 낮게 나타

났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총점 35점 중 평균 18.4점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

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는 연령(t=2.76, 

p=.00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세 

이상에서 22~29세보다 자기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보

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 이미지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4. 연령에 따른 하위 영역별 자기 이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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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2)

특성 구분 n (%) 범위  M±SD

연령(세) 22~29
≥30

77
35

(68.8)
(31.3)

22~41 27.2±3.9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4
25
75
8

(3.6)
(22.3)
(67.0)
(7.1)

직업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96
7
9

(85.7)
(6.3)
(8.0)

월수입(10,000원) ＜200
≥200

57
55

(50.9)
(49.1)

120~900  210.6±125.6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64
15
6

27

(57.1)
(13.4)
(5.4)
(24.1)

주거형태 혼자 거주
부모와 거주
기타

34
74
4

(30.4)
(66.1)
(3.6)

연애경험 있음
없음

108
4

(96.4)
(3.6)

현재연인 있음
없음

54
58

(48.2)
(51.8)

결혼은 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79
2
8

23

(70.5)
(1.8)
(7.1)
(20.5)

결혼적령기(세) 26~39 29.6±2.1

미혼으로 받는 스트레스 있다
없다

30
82

(26.8)
(73.2)

 스트레스내용(n=30) 
 
 

결혼
외로움
기타

21
3
6

(70.0)
(10.0)
(20.0)

연령에 따른 자기 이미지를 8가지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

과는 표 4와 같다. 가족기능(t=4.44, p<.001), 직업(t=1.986, 

p=.050), 자기계발(t=2.017, p=.046)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세 영역 모두 30세 이상에서 22~29

세 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9, p<.001).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의미하므로 자기 이미지 점수가 낮을수록 즉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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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N=112)

변수   M±SD 가능한 점수범위 측정 점수범위 M (grade)±SD

자기 이미지 114.95±11.10 38~228  88~160 3.0±0.2

정신건강 13.28±2.23 5~30  7~25 2.6±0.4

사회적 기능 18.05±2.92 6~36 13~29 3.0±0.4

가족기능 14.87±2.47 5~30  9~21 2.9±0.4

직업 15.30±3.08 5~30  8~26 3.0±0.6

결혼, 연애, 성 20.21±2.70 6~36 15~27 3.3±0.4

출산 11.03±2.40 3~18  6~18 3.6±0.8

 경제력  9.29±1.89 3~18  3~14 3.1±0.6

 자기계발 12.91±2.85 5~30  6~24 2.5±0.5

삶의 만족도 18.46±4.52 5~35  8~28 3.6±0.9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N=112)

특성 구분
자기 이미지 삶의 만족도

  M±SD t or F (p) M±SD t or F (p)

연령 22~29세
30세 이상

 116.8±11.1
110.7±9.8

2.76 (.007) 18.6±4.7
18.0±4.0

0.68 (.494)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115.7±6.9
 115.7±11.7
 115.2±11.0
 108.8±11.1

0.87 (.459) 17.2±1.5
18.1±5.3
18.4±4.2
20.3±5.1

0.61 (.606)

직업 전문직
공무원
사무직

 115.9±10.7
 107.3±11.3
 110.8±12.9

2.74 (.069) 18.3±4.5
20.3±2.6
19.2±5.3

0.79 (.456)

월수입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16.9±12.3
112.9±9.3

1.94 (.055) 17.7±5.0
19.2±3.8

-1.71 (.090)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114.4±10.1
 117.2±12.0
 125.0±18.7
112.7±9.9

2.34 (.077) 18.6±4.0
17.8±5.6
16.5±3.4
18.7±5.2

0.56 (.637)

주거형태 혼자 거주
부모와 거주
기타

 114.9±12.4
 115.0±10.6
 113.2±10.1

0.04 (.953) 19.7±4.1
18.0±4.4
15.2±6.6

2.74 (.068)

연애경험 있음
없음

 115.0±11.1
 111.2±11.6

0.67 (.499) 18.4±4.5
17.7±4.5

0.32 (.749)

현재연인 있음
없음

 115.9±11.4
 114.0±10.8

0.94 (.348) 18.7±4.8
18.1±4.1

0.66 (.507)

결혼은 해야 한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116.3±11.6
115.0±5.6
107.8±2.9
112.6±9.1

1.88 (.136) 18.2±4.6
21.5±0.7
21.2±3.6
17.8±4.2

1.51 (.215)

미혼으로 받는 스트레스
 

있음
없음

113.8±9.6
 115.3±11.6

-0.64 (.520) 18.5±4.1
18.4±4.6

0.05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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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기 이미지 하위 영역 (N=112)

영역
 22~29세(n=77)  30세 이상(n=35)

t p
 M±SD  M±SD

정신건강 13.2±2.5 13.4±1.4 -0.36 .716

사회적 기능 18.3±2.9 17.3±2.8 1.68 .096

가족기능 15.4±2.5 13.5±1.8 4.44 ＜.001

직업 15.6±3.0 14.4±3.1 1.98 .050

결혼, 연애, 성 20.3±2.4 19.8±3.2 0.90 .369

출산 11.2±2.3 10.6±2.4 1.18 .239

경제력  9.2±1.9  9.4±1.7 -0.39 .693

자기계발 13.2±2.7 12.1±3.0 2.01 .046

표 5.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N=112)

변수
자기 이미지

r (p)

삶의 만족도   -.39 (＜.001)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 이미지는 총점 228점 중 평균 114점

으로,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로 치우치기 보다는 중간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

구가 없어 점수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류경희와 왕석순

(2010)의 연구에서 기혼자들이 인식하는 30~40대 미혼여성

의 이미지가 가정 대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

는 미혼여성, 기혼자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는 미혼여성

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기혼자들과 다른 성격 특성

을 갖는 미혼여성 즉,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자신과 싱글 중심 세계에서 살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주장이 강

하며,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공험함, 외로움이 있

고, 삶의 만족감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으로 

볼 때, 미혼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미혼여성 자신과 타인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싱글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한 왕

석순(2010)의 연구에서도 싱글 여성들이 꼼꼼하게 자기 관리

를 잘하여 책임감이 강하며, 명랑, 활발한 개방적인 자유로운 

전문직 여성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만, 욕심이 많

고 외롭고 이기적이고 민감하고 성격이 강하여 이성에는 인기

가 없는 여성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규완(2002)은 세상일은 실

재(객관적 현실)나 메시지(상징적 현실)가 아니라 우리 자신

의 이미지(주관적 현실)에 근거해 반응한다고 하였으며, 미혼

여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이미지는 진실 여부를 떠나 미

혼여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류경희와 왕석순, 2010). 그러므로 미혼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미혼여성 자신과 타인 

모두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총점 35점 만점에 평균 

18.4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경호

(1999)의 연구에서 평균 18.84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nderson과 stewart (1994)는 대부분 미혼여성이 기혼여성

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의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기혼여성과의 비교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경호(1999)의 연구에서는 20점을 기준으로 15~19점은 약

간 불만족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본 연

구대상자인 미혼 취업 여성은 삶에 대해 약간 불만족 상태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하는 용어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며(황재원

과 김계현, 2009), 삶의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영역과 자신이 

세운 기준에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을 경험하느냐는 것이다

(안신능, 2006). 따라서 미혼 취업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만족도에 대한 기준선을 적정하게 유지

하고 효율적으로 현실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이미지는 연령에 따



24 Global Health and Nursing

하주영 · 박정은 · 최현화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는 모든 특

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 이미

지는 22~29세 보다 30세 이상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민순 등(2009)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30세 이상의 경우 22~29세에 비

해 직장 내에서 근무 경력도 많으며 안정된 직위에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자기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

히 자기 이미지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 직

업, 자기계발 영역에서 30세 이상에서 더 긍정적인 자기 이미

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

도에 관한 박충선(2002) 연구에서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이 

독신여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20~30대 전문직 독신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이소영과 황선진(2003)의 연구에서 독

신여성들이 자기계발에 적극적이고 여가 및 문화생활을 중시 

여긴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 취업 여성의 자기 이미지는 삶의 만족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기 이미지 점수

가 낮을수록 즉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주

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갖고 개방된 

태도로 행동하며,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인간은 자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현실 상황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이학주, 2000). 따라서 미혼 취업 여성

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고취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 측면으로는 미혼 취업 여성 스스로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삶의 목표와 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미혼을 하나의 삶의 형태로 받아들

이고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해 인식된 미혼여성의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 스스로 인식한 자기 이미지

를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

다 할 것이다. 다만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비교는 부족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미혼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20대 미혼 취업 여성에 비해 30대 미혼 취업 

여성의 자기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긍정적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확인된 만큼 여성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령에 따른 긍

정적 자기 이미지 강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폭넓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직종군에 종사하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별에 따른 자기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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