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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여자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어박선영 상당히 높은 자녀양육스( , 1997)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인숙 조혜승( , 1994; ,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역할에 대1997).

해서는 비교적 만족스러워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적지 않

은 갈등과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서회선 이소현( , 2002; , 2001),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미희 서회선( , 2000; , 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이유

는 이들이 보통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인

대 여성이라는 점변화순 백경희 김현주 그리20 30 ( , , , 2001),～

고 자녀의 특이한 기질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단(Lee & Bates, 1985).

계상 유아기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하여 손이

많이 가며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양

육효능감은 낮고 양육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난다김정애( ,

2001).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신체적정신적 불건강을 포함한 모성

갈등이 내재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정신병을 급

증시키게 되고 출산율에도 영향을(Rijt-Plooij & Plooij, 1993),

미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은 현저히 하락.

하여 년 현재 한국여성 총 출산율은 명으로 년2002 1.17 , 1970

대와 비교하면 년 동안 명이 줄어든 것으로 앞으로도32 3.36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과거와는 달리( , 2003).

가정에서도 점차 자아를 찾으려는 여성들의 노력이 증가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여성,

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국 자녀를 적게 낳거나 혹은 아,

예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 자녀양육으로 인

한 갈등을 줄이고 최대한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는 방법을 선

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성갈등은 양육스트레스원으로 작용.

하며 자녀에게 불만이 표출되어 욕설과 무시 등의 자녀학대

를 증가시키고김미희 뿐만( , 2000; Rijt-Plooij & Plooij, 1993),

아니라 자녀의 행위나 사회정서적인 적응력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부적응 정도도 높아지게(Laible & Thompson, 2002),

된다이정희( , 2000).

모성갈등이란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모

든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연구자는 어머, “

니인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갈등 신경아 으로”( , 1997) ,

혹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문제 이선아 로 정의했다 지금까지 이루”( , 2002) .

어진 선행연구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갈등 또

는 양육스트레스를 주요문제로 다루었다 관련요인을 살펴보.

면 어머니의 성격이 헌신적이지 못할수록 자녀의 건강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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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에서, ,

서회선 학력이 낮은 취업주부에서김진향 역할( , 2002), ( , 1995)

갈등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주부에서는 낮은 직업만족도가 모,

성역할갈등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성정순( , 2001).

또한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이며 어머니

의 연령이 어릴수록김미희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이( , 2000), (

현주 자녀가 많고 가족원과 사회적 지지의 활용도가, 1999),

낮을수록이인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게 나타( , 1994)

났다.

유아기에는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데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와 성격특성은 자녀의 공격성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Brook, Zheng, Whiteman &

이것은 자녀의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행위에도Brook, 2001),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Brook, Brook & Whiteman, 2003).

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 자녀에게는 세 때부터 갈등공격적인2 -

기질이 시작되어 세 때에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4 (Rubin,

Burgess, Dwyer, & Hasting, 2003).

유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인격의 기초가 세워지고 인

지정서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의 시기이며

자기개념과 사회적인 적응력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육의 시기

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단계상 중요하며 이후의 아동의 삶,

에도 큰 영향을 준다(Colson & Dworkin, 1997; Spence,

따라서 이 시기Najman, Bor, O'Callaghan, & Williams, 2002).

에 어머니의 갈등양상 파악 및 갈등조절을 위한 간호접근은

어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나 역할갈등에 관련된 연구들로서 자녀양,

육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측면들의 어려움들과 함께

어머니 개인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다룬 모성갈등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욕구를 소유.

한 한 인간인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그 예측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 그들이 갈등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모

성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예측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모성갈등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 및 육아특성에 따른 모성갈∙

등의 차이를 확인한다.

모성갈등의 예측요인을 조사한다.∙

용어정의
모성갈등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에 혼란을 유발하거: (identity)

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말하며이선아 본( , 2002),

연구에서는 이선아 가 개발한 모성갈등 도구를 연구자가(2002)

일부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월에서 개월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12 36

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모성갈등의 정도와 모성갈등의

예측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상관성 조사 연구 설계를 이용하

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년 월에서 년 월 사이에2003 12 2004 2

경기도 시에 살고 있으면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G

여하기로 동의한 유아기 개월 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들(12 36 )～

로서 편의표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명이다, 300 .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이선아 가 유아기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2002)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발한 모성갈등 측정도구 문항을 기본27

으로 하여 어머니 역할관 영역에서 내용상 본 연구에 적합, ‘ ’

하지 않은 문항을 삭제하고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내용전달3 3 ,

이 매끄럽지 않은 일부 문항들은 수정하였고 자녀 건강관리‘

수행 영역 문항을 새로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영역의 총’ (6 ) , 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33 .

문항구성은 자녀교육 영역에 문항 양육을 위한 지지체‘ ’ 4 , ‘

계 문항 자녀와의 상호작용 문항 어머니 역할관 문항’ 4 , ‘ ’ 4 , ‘ ’ 6 ,

한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 자녀 건강관리 수행 문항 직‘ ’ 4 , ‘ ’ 6 , ‘

장과 자녀 돌봄 영역의 문항을 포함한다 척도는 점 척도’ 5 . 4

로서 점수 기준은 점 전혀 아니다 에서 점 매우 그렇다1 “ ” 4 “ ”

로 구성되며 개 문항은 역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역환산, 6

이 요구된다 직장과 자녀 돌봄의 영역에 속하는 문항은 취. ‘ ’

업주부만 응답하게 하였으며 전체 모성갈등의 점수는 직장, ‘

과 자녀 돌봄 영역을 제외한 개 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평가’ 6

하였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모성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원 도구의 신뢰도는 이. Cronbach = .82α

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정한 도구의 신뢰도는 으로 약, = .76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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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낮았고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의 범위를 보였다, .63 .78 .～

추가로 개인 및 가족특성에 관련된 문항과 자녀 및 육아15

특성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한 총 문항을 질문지를 통해12 27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는 대상자에게 자가보고형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

였고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분이었다 자료수집, 10 .

은 연구자가 시에 소재한 백화점과 개 시립도서관의 실내G L 1

놀이터를 방문한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질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고 개 어린이집에서는 금요일에 귀가하는 어린이, 10

의 가방에 질문지를 넣게 하여 어머니들에게 전달한 다음 주

말동안 어머니가 집에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어린이가 월요

일에 등원할 때 질문지를 전달받아 수거하였다 그 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부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방문 전화 및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전체 부 중. 350

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였다300 86% .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서술통계SPSS WIN 10.0 , t-test,

사후검정 와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ANOVA ( : Scheffe test),

을 실시하였다(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 및 가족 특성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1>

나이는 평균 세범위 세로 세가 로 가31.8 ( 21 47 ) 30 39 72.3%～ ～

장 많았고 약 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졸이상 학력, 70%

소지자가 로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취업주60.7% . 56.7%,

부가 를 차지하였고 결혼만족도는 가 대체로 만족43.3% , 75% ‘ ’

이었고 생활만족도는 가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81.3% ‘ ’ .

성격유형은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성격이 로 가장 많았55.7%

고 자녀는 명이 명 로 대부분 명이었다, 1 47%, 2 46.7% 1 2 .～

어머니역할에 대해서는 가 대체로 만족이었고 가정 월69.3% ‘ ’ ,

수입은 만원 만원이 로 가장 많았다201 400 59% .～

표 연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른 모성갈등 정도< 1> (N=300)
특성 내용 실수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어머니 나이 세20 29～ 75 25.0 67.00 10.41

세30 39～ 217 72.3 67.65 9.72 1.15 .317

세 이상40 8 2.7 62.25 18.19

종교 유 205 72.3 67.28 10.32 -.17 .864

무 95 27.7 67.49 9.93

교육정도 고졸이하 118 39.3 68.73 9.90 1.90 .058

대졸이상 182 60.7 66.45 10.28

직업 전업주부 170 56.7 67.09 10.40 -.42 .624

취업주부 130 43.3 67.68 9.91

결혼 불만족 12 3.0 74.67a 10.58

만족도 대체로 만족 225 75.0 68.68b 9.32 18.49 .000 c<a,b

매우 만족 63 12.0 61.19c 10.51

생활 불만족 21 7.0 73.81a 9.06

만족도 대체로 만족 244 81.3 68.20b 9.40 24.70 .000 c<b<a

매우 만족 35 11.7 57.54c 10.10

성격 적극적이고 활달 53 17.7 64.47a 10.75

상황에 따라 조절 167 55.7 66.27b 9.40 7.31 .000 a,b<c,d

조용 나서기 싫어함, 54 18.0 70.63c 10.41

예민 주위영향 받음, 26 8.6 73.31d 9.80

자녀수 명1 141 47.0 66.23 10.28

명2 140 46.7 68.36 9.88 1.60 .203

명3 4∼ 19 6.3 68.11 11.26

어머니역할 불만족 74 24.7 73.59a 9.24

만족도 대체로 만족 208 69.3 66.01b 9.27 29.59 .000 c<b<a

매우 만족 18 6.0 57.11c 10.31

가정 만원 이하200 88 29.3 66.92 11.62

월수입 만원 이하400 177 59 68.03 9.23 1.43 .241

만원 이상500 35 11.7 64.97 10.79

어머니의 평균연령 세* 31.8 (SD=3.41)

는 검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을 의미함* a, b, c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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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육아 특성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2>

나이는 평균 개월로 개월이 개월이26.5 25 36 61%, 12 24～ ～

를 차지했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남아가39% . 53.7%, 46.3%

로 유사하였고 형제순위는 첫째 둘째 순이었다, 58%, 36.3% .

터울은 외동이 로 가장 많았고 살 이상 터울이 였45.3% , 2 45%

다 자녀의 온순 정도는 보통인 경우가 로 많았고 고집. ‘ ’ 50% , ‘

이 세고 까다로움과 온순인 경우가 각각 였으며 자녀의’ ‘ ’ 25% ,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한 경우가 매우 건강한 경우‘ ’ 54.7%, ‘ ’

는 이었다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은 친정어머니43.7% .

가 시어머니 친척이나 이웃 순이었고 자녀30.7%, 23.7%, 21%

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 63.3%,

매우 만족이 순이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 31.3% .

는 였으며 보육시설에 보내는또는 만약 보내게 된다면32.7% , ( )

이유로는 또래들과 어울려 놀게 하려고가 로 가장 많았으‘ ’ 64%

며 직장 때문에 탁아 목적으로 사회화 훈련을 받게 하, ‘ ’ 31%, ‘

려고 학습능력을 높이려고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25%, ‘ ’ 17.3% .

지식 습득경로는 육아서적 인터넷 와 대중매체(26%), (19%), TV

등 자가습득이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가(15.3%) ‘ ’ 60.3%, ‘ ’

집안 어른을 통해서는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26.3%, ‘ ’ 11.4% .

갑자기 아플 때 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었고 나50.7% ‘ ’ ,

머지 는 집안어른에게 물어보고 는 문제해결을 위24% ‘ ’, 14.7%

해 나름대로 혼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연구 대상자의 모성갈등
모성갈등 총점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득점범위< 3> 2

점 중간점수 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모8 112 , 70～

성갈등 평균은 점표준편차 으로 나타나 중간보다67.35 ( 10.18)

약간 낮은 수준의 갈등정도를 보였다.

하위영역별 비교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역이‘ ’ 1 4～

점 평균에 문항평균 점으로 하위영역들 중 모성갈등 정도2.6

가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높은 영역은 자녀와, ‘

의 상호작용 영역이었으며 문항평균 점으로 중간수준의’ 2.51

점수를 보였다 직장과 자녀 돌봄 영역은 취업주부만 응답하. ‘ ’

였고 문항평균 점으로 중간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 2.54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갈등 차이
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른 모성갈등 차이는 표<

표 연구대상자 자녀 및 육아 특성에 따른 모성갈등 정도< 2> (N=300)
특성 내용 실수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자녀 나이 개월12 24～ 117 39.0 66.56 11.54 -1.03 .307

개월25 36～ 183 61.0 67.85 9.20

성별 여아 161 53.7 67.03 9.87 -.58 .564

남아 139 46.3 67.71 10.55

터울 외동 136 45.3 66.34 10.20

쌍둥이나 연년생 29 9.7 66.93 6.88 1.49 .227

살 이상2 135 45.0 68.45 10.69

온순 정도 고집이 세고 까다로움 75 25.0 70.71a 11.24

보통 148 50.0 66.65b 8.98 6.23 .002 b,c<a

온순 75 25.0 65.25c 10.62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음 5 1.6 71.20 18.36

대체로 건강 164 54.7 68.03 9.34 1.37 .256

매우 건강 131 43.7 66.34 10.79

볼일시 자녀 불만족 15 5.4 73.47a 12.60

맡아주는 대체로 만족 174 63.3 67.80 8.71 4.72 .010 c<a

사람 만족도 매우 만족 86 31.3 65.33c 11.60

보육시설 보낸다 98 32.7 68.69 9.61 1.60 .110

이용여부 보내지 않는다 202 67.3 66.69 10.40

육아지식 자가습득 181 60.3 67.14 9.50

얻는 방법 집안어른 통해 34 11.4 62.74b 10.58 3.92 .009 b<c

이웃이나 친구 79 26.3 69.56c 10.94

의사나 간호사 6 2.0 70.67 10.37

자녀가 집안어른들의 도움구함 72 24.0 67.32 10.19

아플 때 이웃 친구의 도움구함, 32 10.6 66.44 8.19 2.92 .034 c<d

취하는 태도 나름대로 혼자 노력 44 14.7 63.61c 8.75

빨리 병원에 데려감 152 50.7 68.63d 10.72

자녀의 평균연령 개월* 26.5 (SD=7.69)

는 검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을 의미함* a, b, c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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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성격 어머니역1> , , ,

할 만족도에 따라 모성갈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불만족인 경우 모성갈등 점수는 점으로 가74.67

장 높았고 매우 만족인 경우 점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 61.1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검(F=18.49, p<.001), Scheffe

정으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결혼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인 경우보다 모성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모성갈등 점수는

점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점으로73.81 57.54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4.70,

집단간에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성갈등 정도는p<.001),

낮았다 어머니의 성격이 예민하며 주위영향을 많이 받는 경.

우 갈등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았고 적극적이고 활달한73.31 ,

성격의 경우 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64.47

집단간에는 조용하며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F=7.31, p<.001),

과 예민하며 주위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소유자보다 적극적이

고 활달한 성격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성격 소유자가 모성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있었다 어머니역할에 불만족하는 경우.

갈등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73.59 , 57.11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29.59,

집단간에는 어머니자신이 역할에 만족할수록 모성갈p<.001),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녀 및 육아 특성에 따른 모성갈등 정도는 표<

와 같이 자녀의 온순 정도 볼일 시 자녀 맡아주는 사람에2> ,

대한 만족도 육아지식을 얻는 방법 자녀가 아플 때 취하는, ,

우선적인 태도에 따라 모성갈등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 경우 모성갈등 점수가 70.71

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인 경우 점 온순한 경우 갈등, 66.65 ,

점수가 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65.25 (F=6.23,

집단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자녀고집이 보통p<.01). Scheffe

이거나 온순한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고집이 세고 까다

로운 자녀를 가진 경우보다 모성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해 불만족인 경우 모성갈등 점

수가 점으로 가장 높고 매우 만족인 경우 점으로73.47 , 65.33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에는(F=4.72, p<.05).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매우 만

족하는 어머니에서 모성갈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육아지식.

을 집안 어른을 통해 얻는 경우 모성갈등 점수가 점으로62.74

가장 낮았고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얻는 경우 점으로, 70.67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집단간에는(F=3.92, p<.01),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 육아지식을 얻는 경우보다 집안 어른

을 통해서 얻는 어머니들이 모성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있었

다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 모성.

갈등 점수가 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름대로 혼자 노력하68.63 ,

는 경우 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63.61 (F=2.92,

집단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p<.05).

경우보다 나름대로 혼자 노력하는 경우 모성갈등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모성갈등에 관련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
모성갈등에 관련이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

해 표 에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성갈등 총점은< 4> .

어머니역할 만족도 와 결혼만족도에 대해(r=-.42, p<.01) (r=-.33,

중간수준의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의 온순 정도p<.01), .

와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한 만족(r=-.19, p<.01)

도 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역상관관계를 보였(r=-.17, p<.01)

다 모성갈등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혼만족도. (r=

와 어머니역할 만족도 에-.18 -.29, p<.01) (r=-.22 -.43, p<.01)～ ～

대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 정도의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모성갈등의 예측요인
모성갈등의 예측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회귀분석에 투입시킨 변수< 5> .

는 개인 및 가족 특성으로 가지 변수 즉 어머니 연령 교육6 , ,

정도 결혼만족도 자녀수 어머니역할 만족도 가정 월수입이, , , ,

포함되었으며 자녀 및 육아 특성으로 가지 변수 즉 자녀나, 4 ,

표 연구 대상자의 모성갈등 정도< 3> (N=300)
하위 영역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한 인간으로서의 나 4 16 10.38 2.22 2.60

자녀와의 상호작용 4 16 10.04 2.19 2.51

어머니 역할관 6 24 14.67 3.13 2.45

자녀교육 4 16 9.74 2.19 2.44

자녀 건강관리 수행 6 24 13.70 2.70 2.28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4 16 8.82 2.40 2.21

직장과 자녀 돌봄 5 20 12.71 2.96 2.54

모성갈등 총점모성갈등 총점모성갈등 총점모성갈등 총점 32 107 67.35 10.18 2.41

모성갈등 총점에는 취업주부만 응답한 직장과 자녀 돌봄 영역의 값이 제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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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순 정도 건강상태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 , ,

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모성갈등 총점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는 어머니역할 만족도 결혼만족도 자녀의 온순 정도였고 세, ,

변수의 예측력은 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단계에서는22% . 1

어머니역할에 만족할수록 단계에서는 결혼에( =-.39, p<.001), 2β

만족할수록 단계에서는 자녀가 온순할수록( =-.24, p<.001), 3 (β β

어머니의 모성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p<.05) .

표 모성갈등 예측요인< 5> (N=300)
독립변수 β F R2

어머니역할 만족도 -.39*** 50.05*** .16

결혼 만족도 -.24*** 36.39*** .22

자녀 온순 정도 -.13* 26.70*** .22

*p<.05, ***p<.001

논 의

본 연구는 개월 된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12 36～

이 경험하는 모성갈등의 정도와 그 예측요인을 조사하였다.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14.7%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족의 지지자원이 자녀양육스,

트레스를 줄이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사

회적 지지의 사용은 우발적인 자녀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

므로 어머니들에게 양육을 위한 지지(Harris & Kotch, 1994),

체계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지역마다 어머니 상담과 교육 프로그

램을 겸비한 지지체계의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모성

갈등의 정도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구에서 비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이인숙 조혜승 에 비해 심하지( , 1994; , 1997)

않은 모성갈등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본 연구 대상자들은 결혼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서 이90%

상 어머니역할 만족도에서 약 가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75%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간정도의.

모성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막연하게 관념적

으로는 어머니로서 만족스러워하나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보고

이소현 를 지지하는 것으로 속으로 참으면서 겉으로는( , 2001) ,

표현하지 않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억제된 모습이 엿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모성갈등은 기존 연구에.

서 주로 다룬 자녀양육 관련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성의 정

체성 자녀 건강관리 수행 어머니 역할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

어머니됨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문의 지식체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위영역별 모성갈등의 정도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 ’

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함과 관련된 안타까움과 아

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 여성은 자. 20 30～

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절실함을 보고한 연구변화순(

등 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아기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2001) ,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갈등을 그대로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위영역 중 두 번째로 갈등점.

수가 높은 영역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영역이었는데 자녀를‘ ’

양육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답

답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효과적이고 갈등이 없는 문제해결을 유

도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Frankle & Bates, 1990)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어(Houck & LeCuyer-Maus, 2002),

표 관련변인과 모성갈등과의 상관관계< 4> (N=300)
내 용

한 인간으로

서의 나

자녀와

상호작용

어머니

역할관

자녀

교육

건강관리

수행

양육지지

체계

직장과

자녀 돌봄+

모성갈등모성갈등모성갈등모성갈등

총점총점총점총점

어머니 연령 -.03 -.05 -.05 -.09 -.02 .10 -.09 -.04

교육정도 -.03 -.08 -.13* -.09 -.01 -.01 -.04 -.09

결혼만족도 -.25** -.29** -.23** -.19** -.18** -.24** -.17 -.33**

자녀수 .02 .07 .06 -.11 .07 .20** .05 .08

가정월수입 -.02 -.02 -.10 -.03 -.07 -.02 -.01 -.07

어머니역할만족도 -.22** -.43** -.37** -.25** -.31 -.11 -.29** -.42**

자녀나이 .14* .09 .09 .02 .01 -.01 -.04 .08

자녀온순정도 -.16** -.16** -.18** -.07 -.10 -.11 -.09 -.19**

자녀건강 -.14* -.04 -.01 .01 -.20** -.02 -.06 -.09

자녀맡아주는 -.15* -.06 -.07 -.07 -.13* -.22** -.18* -.17**

사람에 대한 만족도
*p<.05, **p<.01

취업주부만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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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와 적극적인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직장과 자녀 돌봄 영역은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은 갈등점‘ ’

수를 보였는데 이 영역에 속한 문항 중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안하다 라”

는 문항이 가장 높은 갈등점수를 보였고 다음은 내 자녀를, “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 아프다 라는 문항이 두 번”

째로 높은 갈등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취업으로 인해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이라고

보고한 연구성정순 와 취업으로 인한 자녀와의 격리상( , 2001) ,

태가 어머니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많은 심리적 불안 및 스트

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연구장인숙 와 일치하는 결과( , 2001)

이다.

모성갈등은 어머니가 예민하며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과 조용하며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인 경우에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함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헌신적 성,

격이 약할수록 어머니의 역할갈등이 높다는 보고서회선( ,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어머니가 사회적 역할로 주2002) .

어진 결혼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모성갈등을

적게 경험한 결과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의 신

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aruch

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Barnett, 1986; Bullers, 1994) .

자녀 및 육아 특성 중 자녀가 고집이 세고 까다로울수록

모성갈등이 높아 다른 연구들(Flagler, 1988; Lee & Bates,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가 고집이 세고1985)

까다로울수록 자녀 돌보기가 힘들어지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

가 모성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자녀가 갑.

자기 아플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경우에 모성갈등 정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대처양상 즉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

며 자녀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

다 육아지식을 얻는 방법에서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 모성갈등이 낮았는

데 이는 핵가족 사회 속에서 혈연관계이면서 경험이 있는 집,

안 어른들이 주위에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존재할 때 어머니

들은 이들을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체계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볼일 시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족할수록 갈등점수가 낮게 나타난 연구조혜승( ,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자녀를1997) ,

맡아주는 사람에 대해 만족스러울수록 어머니의 마음도 평안

함을 알 수 있다.

모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어머니역할 만족도가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임이 밝혀졌고 다음이 결혼만족도 자녀,

의 온순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역할 만족도가 높.

은 경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강희경( ,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에의 전이가 쉽고199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Majewski, 1986)

들김정애 이현주 과 자녀의 성격과 행동이 모성( , 2001; , 1999) ,

역할의 획득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 연구와Mercer(1981)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간호사는 모성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무엇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머니역할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의,

특성을 포함한 가정배경도 간호중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간호연구에서는 모성갈등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성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간호실무에서는 일선에서 중재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가 세

워져 인터넷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고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모성갈등

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삶을 유지증진시키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상관성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기도

시에 살고 있는 개월 된 유아의 어머니 명이며G 12 36 300 ,～

년 월부터 년 월 까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2003 12 2004 2

를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을 이용한 서술통, SPSS WIN 10.0

계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법을 실시, t-test, ANOVA, ,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모성갈등의 정도는 평균 점67.35 (SD=

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10.18) ,

역별로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역에서 갈등 정도가 가장‘ ’

높았고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높은 영역은 자녀와의 상호, ‘

작용 영역이었다 어머니의 특성 중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 , ,

어머니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모성갈등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 및 육아 특성에서는 자녀의 온순,

정도 자녀를 맡아주는 사람에 대한 만족도 육아지식 습득경, ,

로와 자녀가 아플 때 취하는 태도에 따라 모성갈등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성갈등 예측요인은 어머니가 역할.

에 만족할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할수록 자녀가 온순할수록, ,

모성갈등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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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성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사는 유

아기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머니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의 특성을 포함한 가

정배경도 간호중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모성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모성갈등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모성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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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degrees of maternal conflict, differences, and factors predicting conflict

in mothers of toddlers.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300 mothers living in G city, Kyounggi-do whose child

was between 12 to 36 months old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using SPSS WIN 10.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maternal conflict was 67.35 (SD=10.18), somewhat lower

than moderate in level. 'I as a human being' was the area of the 6-sub areas with the most conflict. Mothers

experiencing higher maternal conflict were those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marriage, quality of life, and

maternal role, and whose child was stubborn and hard to please, who were unsatisfied with baby sitters or who

had to rush their sick child to hospital. Factors that were significant in predicting maternal conflict were low

satisfaction with maternal role and marriage, and a child who was difficult to care for. These factors accounted for

22% of explained variance. Conclusion: Nurses should help mothers resolve maternal conflict through education

and counseling on the maternal role, but at the same time nurses should consider relationship of the mother with

her husband and also special characteristics of he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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