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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samples of working mothers with 0-to-47 month old children extra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mothers’ job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motor,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Date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1) job dissatisfac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development. (2) Working fewer hour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cognitively stimulating parenting behaviors. (3) Total earnings were a positive predictor of

mothers' emotional support. (4) The availability of a flexible hour benefit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cognitive stimulation level but the availability of a paid sick and vacation days combined

benefit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cognitively stimulating parenting behavior.

Key Words：취업모(working mother), 직업 특성(job characteristic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운

동․사회․인지 발달(motor,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Ⅰ.서 론

1960년대 이후의 가장 큰 사회 인구학적 변화

중의 하나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큰

증가세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

를 둔 취업모는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1960년대만 해도 3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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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1/3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1998년에

는 그 비율이 2/3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이러

한 어머니의 취업률이 56%에 달하였으며, 이들

중 약 70%는 주당 3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 S. Department of Labor, 2002). 이

와 같은 경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6

세 미만의 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져 최근 조사에 의하면 0∼5세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

다(보건복지부, 2000).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

은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역할의 수행과 연

관되어 있는데 자녀의 발달 과정에 있어 주양육

자의 역할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에 있어 이중 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오

는 어려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 시절의 두뇌 발달에 있어 생후 첫 3년

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고 이 시기

동안의 환경적 요소들은 아동의 이후 발달 궤적

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Shonkoff & Phillips, 2000). 이

러한 다양한 환경 요소들 중 부모의 역할은 아동

의 성장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연령에 맞는 지적 자극과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행

동이 초기 아동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Thompson,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달 과정상 어머니의 양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의 어머니의 취업은 여러 가지 측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자녀의 발달에 주

요 변수로써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문혁준, 2003).

기혼 여성의 취업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에 관

한 오랜 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

론은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가 아동발달에 긍정

적 혹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Harvey, 199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연

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자체가 아닌 취업모

의 직업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수입, 근무시간, 직업 만

족도, 직업의 복잡성 정도, 정규/비정규 근무시간,

가족친화정책 여건 등과 같은 취업모의 직업 특

성들이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관련지어 연구되

어 왔다. 먼저,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취업모의 직업 특성

중 수입(김재희․박경란, 2004; Blau & Grossberg,

1992; Jackson, 2003), 직업의 복잡성 정도(서윤신,

1993; Cooksey, Menaghan, & Jekielek, 1997;

Parcel & Menaghan, 1994), 직업 만족도(유신희,

1986; Barling & Van Bart, 1984)는 아동의 인

지․사회 발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취업모 또는 부모의

비정규 근무시간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Bogen &

Joshi, 2001; Han, 2002, 2005; Strazdins et al.,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비정규 근무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Dunifion, Kalil,

& Bajracharya, 2005).

한편, 직업 특성 중에서 근무시간과 아동 발달

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일

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근무시

간이 긴 경우 아동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Rogers, Parcel, & Menaghan, 1991)가 있는 반

면, 근무시간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관련성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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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거나(Greenstein, 1995; Harvey, 1999) 전혀

없는 것(Blau & Grossberg, 1992)으로 보고된 연

구도 있다. 직업 특성 중 가족 친화적 정책의 이

용 가능 여부는 주로 근로자와 관련된 변인(예를

들자면, 조직 몰입,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과

의 관련성이나(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Raber, 1994), 일-가족 갈등에 대한 영향에 초점

을 두는 방향(강혜련․임희정, 2000; 이세인․이

숙현․권영인, 2007; Thomson et al., 1999)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

과 달리 가족 친화적 정책과 아동발달과의 관계

를 살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매우 드문 실

정이다. Estes(2004)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실제

사용여부와 취업모의 양육행동,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취업모

의 가족 친화적 정책의 사용여부가 아동의 발달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업의 복잡성과 직업

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naghan과 Parcel

(1991, 1995)은 취업모의 직업이 복잡할수록 어

머니가 아동에게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따스한 반

응과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

된 바 있다(김재희․박경란, 2004; Geschwender

& Parcel, 1995; Raver, 2003).

반면에 그 외의 직업 특성들은 어머니의 양

육행동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들을 보이지 않

고 있다. 취업모의 수입은 양육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재희․박경란, 2004; 박성연․임

미리, 2002; Menaghan & Parcel, 1991)가 있는

한편, 또 다른 연구들은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

니들이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좋은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Menaghan

& Parcel, 1995). 이와 유사하게 근무시간과 양

육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양육행동이 근무시간

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박성연․

임미리, 2002; Menaghan & Parcel, 1991)도 있

으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근무시간이 긴 어

머니의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더 세심한

반응을 보이고, 덜 처벌적이며, 인지적으로도 더

자극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되

고 있다(Brady-Smith, 2002; Huston & Aronson,

2005).

취업모의 직업 특성 중 정규/비정규 근무시간

이나 가족 친화적 정책과 양육행동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10

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Heyman과 Earle(2001)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낮 동안의 정규 근무시

간이 아닌 밤에 근무하는 것이 양육행동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

족친화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앞서 지적

한 대로 가족 친화적 정책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

어 이루어져 왔으며, 가족 친화적 정책과 양육행

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실제 사용여부와 취업

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Estes(2004)

의 연구에서는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는

좀 더 따뜻하고 반응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

인 반면, 탄력 근무 제도를 사용한 어머니는 이

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부정적

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

업모는 육아와 관련된 직장의 복지 여건이 좋은

경우 애정․적극적 참여 양육 행동을 많이 나타

내고,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많을 때 합리적 지도

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성연․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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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2002).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생활을 늘 정적으로 예

측하지만은 않는다는 것과 가족 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대

한 규명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이며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긍

정적 양육행동이 어린 아동의 인지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며(Jackson et al., 2000; Parcel &

Menaghan, 1990, 1994; Waldfogel, Han, & Brooks-

Gunn, 2002) 이러한 긍정적 양육행동들이 아동

의 행동․사회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육행동과 아

동의 초기 운동․사회․인지 발달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들은 수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

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초기 운동(Goyen &

Lui, 2002; Parks & Bradley, 1991), 혹은 운동․

사회․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Bradley et al., 2001)고 보고되었으나 다른 연

구에서는 양육행동과 유아의 운동발달간의 유의

미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Abbott

et al., 2000).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자 역할로

제시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들도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비정규 근무시간과 가족 친화적 정책과 같은

직업 특성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양육행동은 근무시간과 아동의 인지 발달

(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과 소득

과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Parcel & Menaghan,

1994)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 만족도(Geschwender & Parcel, 1995)

와 직업의 복잡성(Parcel & Menaghan, 1990)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있어 연구의 초점을 단순

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

특성의 고려 및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 발달

을 연결하는 기제의 규명으로 확대시킨 것은 지

식의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고 보여진다. 첫째, 비정규/정규 근무시간, 복수

직업 등과 같은 직업 특성들은 취업모의 이중역

할 적응과 연관이 있으며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특성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발달과 양

육행동을 돕는 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박성연․

임미리,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고

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

발달과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전혀 혹

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아

동발달과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생애의

출발점인 초기 아동기의 운동․사회․인지 발

달은 아동의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Ramey & Ramey, 1998)이 있

으며, 초기 영유아기는 그 이후의 아동기와 비교

하여 주양육자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주

양육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때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아동기 후기의 그

것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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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영유

아보다 연령층이 높은 아동을 표본으로 사용하

였고,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0∼47개월 영유아

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제한된 수의 선행

연구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이 미국의 취업모와 그들의 자

녀들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여러 어려

움1)을 간과할 수 없으나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아직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이 분

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공헌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들을 돕는 개입 서비

스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체계 가운

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예를 들면, 가족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음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

하지는 않으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업모

의 직업특성과 같은 외체계와 아동의 양육,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

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차이, 연구결과를 한국의 취

업모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직업 특성은 취업모의

양육행동(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

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간의 관계

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

개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1996, 1998, 2000,

2002년도 미국 청년 종단 조사 연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와 NLSY

의 아동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NLSY는 전국

50주에서 다단계 층화 표집 방법을 통해 선출된

1979년 당시 14∼21세였던 미국 전 지역을 대표

하는 12,686 젊은이를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수행

되어지고 있는 연구로 취업, 교육, 빈곤 상태 등

과 같은 대상자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1989).

본 연구에 사용된 또 하나의 자료인 NLSY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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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NLSY 대상자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아동

발달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생

후 3년 동안 영유아의 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 조사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자는 0∼47개

월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국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두 집단

으로 나누었고 0∼47개월의 자녀를 둔 취업모

중 직업 특성 변수를 포함한 본 연구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그

들의 자녀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집단 1

N=699, 집단 2N=613).

2.변수의 정의 및 측정

1)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직업 특성으

로 총수입, 근무시간, 직업의 복잡성 정도, 복수

직업, 직업 만족도,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

의 이용 가능 여부, 업무 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NLSY 면접에 사용된 문항들로

측정 되었다. 이러한 직업 특성 변수들은 NLSY

의 두 자료(NLSY 주 자료, NLSY 아동 자료)에

서 얻어 지게 되는데 각 자료에 따른 변수들의

측정 방법의 차이와 두 자료로부터 얻은 변수들

을 통합해서 분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들2)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을 출처

2) 예를 들면, 두 자료로부터 얻은 변수들을 통합해서

분석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두 번

째 집단에 포함된 변수들에서는 다수의 결측치가

관찰되는 것으로 인한) 연구대상의 수적 감소, (다수

의 직업 특성이 한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 될 경우로

인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NLSY 주자료에서 추출된 직업 변수의 경우 아동자

료에서 추출된 직업 변수와 달리 취업모의 직업 특

성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직업 변수들의 경우

자료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아동 자

료에서 얻어진 총수입, 근무시간, 직업의 복잡성

정도, 복수 직업 등의 변수들은 첫 번째 집단에

포함시켰고, NLSY 주 자료에서 얻어진 가족 친

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 업무 일

정, 직업 만족도 등의 변수들은 두 번째 집단에

포함시켰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총수입

은 아동발달 측정이 있기 이전의 1분기 동안 모

든 직업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고용 유형을 반영하고 이

전의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기준

(Parcel & Menaghan, 1990, 1994)인 주당 근무시

간으로 측정하였는데,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

상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이하와 21∼34시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직업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

서 사용되어 왔던 Parcel과 Menaghan(1990, 1994)

의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 NLSY 설문에는 직업

의 복잡성을 직접 측정하는 항목이 없는 관계로

각 개인이 NLSY 설문에서 응답한 직업은 먼저

1970년 미국 인구센서스 직업코드(U. S. Census

three-digit occupation code)에 따라코딩되고 이러

NLSY가 취업모에 대한 설문 시기와 아동발달 측정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발달 측정이 취업모 설문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취업

모의 직업 특성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적 의미에서의 논리성이 성립되

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된 문제점들이 존

재하기는 하나 NLSY 주자료에서 추출된 이러한 직

업 변수들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결과들(Estes, 2004; Han, 2005)을 볼 때 아동자료

에서 추출된 직업변수와는 다른 별개의 집단에 포

함시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사

료되며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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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 코드는 다시 직업 명칭 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을 기반으로 한 Roos와

Treiman(1980)의 주관적 복잡도(substantive com-

plexity) 점수에 매칭 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0∼

10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복수 직업은 하나 이상

의 직업을 가질 경우 1, 하나의 직업을 가진 경

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

부도 어머니의 직업 특성으로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복리

후생 혜택 중 선행 연구에서 부모로서의 기능과

적응에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Galinsky

et al., 1996) 세 종류의 혜택, 즉 탄력 근무시간,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보조되는 보육관련

서비스, 병가와 유급휴가가 고려되었다. 각각의

혜택이 이용 가능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

는 0으로 코딩하였다. 업무 일정과 관련하여

NLSY는 응답자의 업무 일정을 규칙 주간 근무,

규칙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분할 근무, 비정규적

일정, 기타로 묻고 있는데 규칙 주간 근무를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표준 업무 일정으로 정의

하였다. 직업 만족도는 NLSY에서 4점 척도(1=

“매우 좋아함”, 2=“보통”, 3=“다소 싫어함”, 4=

“매우 싫어함”)로 조사되었는데 직업을 매우 좋

아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만족도 “보

통”과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은 더미변수로 처

리하였다.

2)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영유아의 운동․사회․

인지 발달은 MSD(Motor and Social Developmen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MSD 척도는 영유

아의 생후 3년(0∼47개월) 동안의 운동, 사회,

인지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48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48개의 문항 중 아동의

연령에 맞는 15개 문항을 작성하게 된다. 구체적

으로 MSD 문항이 측정하는 영유아의 행동특성

을 살펴보면,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대

체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조절 능력 또는 일상생

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0∼개월 아동의 경우 엎드려 있을

때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12∼19개월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지 등). 사회발달을 측정하는 항

목들로는 자신에 대한 인식 정도, 타인에 대한

반응 여부 등이 있으며 인지발달을 측정하는 항

목들로는 인식 가능한 언어 구사 여부, 수 세기,

문장 구사 능력, 나이와 성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있다. MSD 척도 문항의 특수성으로 인해

Cronbach's Alpha계수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초

기 아동 발달 측정도구로서의 가치는 다양한 예

비 평가 결과들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1989).

3)매개변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Bradley와 Caldwell(1984)이 개발한 가정환경 측

정도구(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를 수정한 단축형 HOME-

SF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응답과 조

사자의 관찰 방법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

공되는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측

정하는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양호

함을 의미한다. HOME은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들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신뢰성과 타당도가 입증되었다(Baker et al.,

1993)(본 연구에서 Cronbach's 알파=.80). HOME

의 인지적 자극을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보유서

적/잡지의 수, 독서 빈도, 자녀의 학습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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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 여부, 장난감의 수/종류,

박물관 방문, 취미 활동, 과외 활동, 물리적 환경

의 상태 등이다.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항목들

로는 가족과의 식사, 친지들과의 접촉, 비행 상

황에서의 훈육 방법, 신체적 처벌 여부 등과 어

머니의 격려, 언어적 반응, 아동에 대한 수용성

들을 관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어머니의 인지적 자

극과 정서적 지지의 양육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HOME의 전체

점수 대신 인지적 자극을 측정하는 항목과 정서

적 지지를 측정하는 항목의 점수를 별도로 산출

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4)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아동 발달

과 어머니의 직업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밝혀진 아동, 어머니, 가정에 관련된 변수

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먼저, 아동의 성별

은 남(1), 여(0)로 측정하였고, 인종은 히스패닉,

흑인, 백인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백인을 준거집

단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

령은 개월 수로, 출생 순위는 첫째(1), 그 외(0)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결혼상태, AFQT

점수, 교육 수준, 초산 연령 등의 변수들이 사용

되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 미혼, 그 외(별거, 이

혼, 미망인, 결혼하였으나 배우자 부재)의 세 집

단으로 구분하고 결혼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인지능력을 나타

내는 AFQT 점수는 연속변수로, 교육수준은 고

등학교 이상=1, 고등학교 미만=0, 초산 연령은

20세 미만=1, 20세 이상=0으로 변환하였다. 가

정 변수들로 형제자매 수는 연속변수로, 가족빈

곤은 욕구소득비 1을 기준으로 1미만인 경우를

빈곤가구(1), 그 이상을 비빈곤 가구(0)로 측정하

였다. 빈곤 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

부조(AFDC나 TANF) 또는 Food Stamps의 수여

여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공공부

조나 Food Stamps를 받은 경우=빈곤가구 1, 그

렇지 않은 경우=비빈곤 가구 0으로 코딩) 이러

한 대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 변수를 회귀분

석 모형들에 포함시켰다.

3.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 분석에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치를 사

용하였고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

었고 이에 따라 자료의 분석도 각각의 집단

(N=699, 613)에 대해 행해졌다. 또한 회귀분석은

아동, 어머니, 가정에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Ⅲ.결 과

1.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먼저, 집단 1의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64.09%)이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시

간 21∼34시간과 20시간 이하는 각각 19.47%와

16.44%로 나타났다. 직업 복잡성 점수의 평균치

는 4.98, 총수입은 $6526.09로 나타났으며 대부

분의 어머니들이 한 직업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81%). 집단 2의 직업 특성 변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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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대다수의 어머니들(74.87%)이 표

준 업무일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어머니들(48.86%)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

도를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은 39.92%,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한다고

답한 사람은 11.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

련하여서는 병가와 유급휴가(75.26%), 탄력 근무

시간(57.29%), 보육관련 서비스(11.88%)의 순으

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에 있어 보육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가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나 보육관련 서비스의 복리후생 혜

택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른 혜택에 비해 절대적으

로 적은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보

육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술 통계치 결과 각 집단에 속한 연구대

상자는 매우 유사한 일반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집단 1 83.19%, 집단 2 81.79%), 흑인(10.91%,

12.24%), 히스패닉(5.90%, 5.97%)의 순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이 첫 자녀가 아니었고(76.90%,

75.25%) 남아와 여아가 매우 균등한 수로 참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평균 나이는 두 집

단 모두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26.48개월,

26.07개월).

두 집단의 유사성은 어머니 변수들에서도 나타

났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결혼을 했으며(83.26%, 82.41%), 유사한 AFQT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53.91, 52.88). 또

한 어머니들의 절대 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의 교육을 받았으며(92.42%, 92.78%) 첫 출산

연령이 2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89.27%,

88.52%). 본 연구 대상자들은 가정과 관련된 변

수들에서도 유사성을 나타내었는데 두 집단 모

두에서 욕구 소득비 1미만인 빈곤가구는 전체

의 12% 남짓에 불과하였고(11.82%, 12.86%) 공

공부조나 Food Stamps 수여 여부로 대치된 빈

곤 변수로 보았을 때도 빈곤인 가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전체의 약 12%정도에 지나지 않았으

며 아동 외 형제자매는 약 2명으로 나타났다

(2.25, 2.21).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비

슷한 특성을 나타내어서 유사한 인지적 자극

HOME 점수(1001.19, 995.96)와 정서적 지지

HOME 점수(1003.43, 1002.14)를 보였고 아동들

도 MSD 점수에서 유사한 발달의 수준을 나타내

었다(99.99, 100.2).

2.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

달과의 관계

<표 1>은 어머니의 직업 특성이 영유아의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예상과는 다르게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들

중 어머니의 직업 불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영유아의 아동발달을

나타내는 MSD 점수를 부적(否的)으로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b=-5.016, p<.01). 즉, 취업

모가 직업에 불만족할수록 자녀들의 MSD 점수

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외

에 남아(b=4.673, p<.001, b=4.394, p<.001), 첫

자녀(b=3.287, p<.05, b=3.557, p<.05), 미혼과 결

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3.877, p<.05,

b=3.627, p<.05) 등의 변수들이 두 집단 모두에

서 MSD 점수를 정적(正的)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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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1)

직업의 복잡성 -.285

총수입 .000

복수 직업 .883

2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1.426

21∼34시간의 근무시간 .438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2)

탄력 근무시간 혜택의 이용가능 2.077

보육 서비스 혜택의 이용 가능 2.409

병가와 유급휴가 혜택의 이용 가능 -2.203

비표준 업무 일정 .901

직업 만족도 “보통” -.792

직업 만족도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 -5.016**

아동변수

히스패닉 -2.842 -2.820

흑인 -.118 .323

남아 4.673*** 4.394***

연령 .040 .043

첫자녀 3.287* 3.557*

어머니 변수

미혼 1.814 1.881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3.877* 3.627*

AFQT점수 .010 .011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1.217 -.638

십대 출산 .074 .015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164 .230

가족빈곤 -2.129 -3.45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1.841 1.510

R2 .060 .082

Adjusted R2 .035 .053

F 2.380** 2.800***

*p<.05 **p<.01 ***p<.001

<표 1>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2.직업 특성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직업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먼저, 첫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 중 주당 근무시간이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매주 35시간 이상 근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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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1)

직업의 복잡성 5.092 2.462

총수입 .001 .002*

복수 직업 32.680 .194

2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69.792*** 31.042

21∼34시간의 근무시간 49.488*** 8.235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2)

탄력 근무시간 혜택의 이용가능 26.586* -1.430

보육 서비스 혜택 이용 가능 7.380 9.263

병가/유급휴가 혜택 이용 가능 -44.708** -4.647

비표준 업무 일정 -20.176 -24.239

직업 만족도 “보통” 7.222 -10.659

직업 만족도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 -22.364 15.278

아동변수

히스패닉 -7.826 13.152 -2.388 4.931

흑인 -3.145 -38.953* -2.626 -44.315*

남아 20.448 24.806* 19.624 15.786

연령 -.236 -.287 -.391 -.464

첫자녀 -23.125 -10.552 -23.587 -4.444

어머니 변수

미혼 -4.245 -70.100** -12.794 -75.621**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51.926** -49.246** -54.721** -42.509*

AFQT점수 .456 .549* .546* .577*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24.734 26.023 17.181 26.212

십대 출산 -19.340 5.265 -16.198 5.214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31.882*** -7.829 -28.394*** -.161

가족빈곤 -38.524* -.510 -63.227** -7.64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5.240 1.398 3.579 1.928

R2 .174 .138 .138 .126

Adjusted R2 .152 .115 .111 .098

F 7.93*** 6.05*** 5.02*** 4.49***

*p<.05 **p<.01 ***p<.001

<표 2>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20시간 이하 근무시간(b=69.792, p<.001)과 21∼

34시간 근무(b=49.488, p<.001)는 어머니의 인지

적 자극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HOME 점수와 정

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주당 35시

간 이상을 근무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그보다 적

은 시간을 일하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 행

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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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의 주당 근무시간은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

적 지지 양육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총

수입(b=.002, p<.05)이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HOME 점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어머니의 총수입이 높을수록 자녀들

에게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들 중에

서는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

부가 인지적 자극 HOME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탄력 근무시간의

이용 가능여부(b=26.586, p<.05)가 인지적 자극

HOME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직장 내에서 탄력 근무시간제도가 이

용 가능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

능 여부와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예상과는

달리 병가/유급 휴가 이용 가능 여부(b=-44.708,

p<.01)는 인지적 자극 HOME 점수를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병가와 유급휴가

가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

녀들과 있을 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

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고 하겠다. 취업모의 정서적 양육행동과 관련하

여서는 <표 2>에서 보듯이 두 번째 집단에 포함

된 직업 특성 변수들은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변수들과 관련하여서는 두 집단 모두에

서 흑인(b=-38.953, p<.05, b=-44.315, p<.01)은

정서적 지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남아(b=24.806, p<.05)는 첫 번째 집

단에서만 정서적 지지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변수 중 미혼(b=-70.100,

p<.01, b=-75.621, p<.01)과 결혼과 미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49.246, p<.01, b=-42.509,

p<.05)는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외의 결혼상태(b=-54.721, p<.01)는 두

번째 집단에서 인지적 자극 양육 행동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의 AFQT 점수(b=.549, p<.05, b=577, p<.05)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 지지 HOME점수를 정

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적

관계는 두 번째 집단에서 인지적 자극 점수의 경

우에서도 나타났다(b=.546, p<.05). 가족 변수 중

자녀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자

극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b=-31.882, p<.001, b=-28.394, p<.001) 가

구 빈곤(b=-38.524, p<.05, b=-63.227, p<.01) 또

한 인지적 자극 점수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양육 행동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

달과의 관계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두 집단 모두

(b=0.020, p<.001, b=.019, p<.001)에서 인지적 자

극 HOME 점수가 MSD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

게 제공하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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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양육행동

인지적 자극 HOME 점수 .020*** .019***

정서적 지지 HOME 점수 .007 .006

아동변수

히스패닉 -2.690 -3.242*

흑인 .467 .111

남아 4.134*** 3.825***

연령 .048 .048

첫자녀 3.809* 4.223*

어머니 변수

미혼 2.514 2.947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5.291*** 5.145*

AFQT점수 -.006 -.006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2.253 -.750

십대 출산 .572 .367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562 1.083

가족빈곤 -1.432 -2.41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1.668 1.436

R2 .108 .100

Adjusted R2 .089 .077

F 5.530*** 4.400***

*p<.05 **p<.01 ***p<.001

<표 3>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면에, 정서적 지지 HOME 점수는 MSD점수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남아(b=4.134, p<.001, b=3.825, p<.001), 첫

자녀(b=3.809, p<.05, b=4.223, p<.05), 미혼과 결

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5.291, p<.001,

b=5.145, p<.01) 등의 변수는 두 집단 모두에서

MSD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히스패닉 아동(b=-3.242, p<.05)은 두 번째

집단에서만 MSD 점수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

회․인지발달간의관계에서양육행동의매

개효과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건이 충

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

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매개자로서의 역

할이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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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 중 어떤 변

수도 영유아의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후속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 불

만족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 행동

은 영유아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

타내었으나 직업 불만족 변수는 양육 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

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

았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더 이상의 분석

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어머니의 양

육행동,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취업모

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결과를 통해

살펴 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간

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직업 불만족도만이 영유

아의 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MSD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 취업모의 직업 특

성 중 정신적, 심리적 측면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 만족도가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유신희, 1986; Barling & Van

Bart, 1984)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업 만

족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아

동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취업모의

직업 특성들(Jackson, 2003; Han, 2005; Parcel &

Menaghan, 1994)이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변수

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

들과 일치되지 않는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해

석에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 있어 연구대상과 측정도

구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취업모의 직업 특성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3∼8세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연구대

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직업의 복잡성

과 같은 직업 특성의 경우 부모가 복잡한 직업에

서 얻은 심리적 능력(예를 들면, 자율성)이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유아기를 지나 부모와

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변수로 밝혀졌다는 점은 연구대상의 연

령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을 보여 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는 전반적으로 한 측면에서의 아동발달만이 측정

되어졌다면 본 연구는 운동․사회․인지 측면에

서의 전반적 아동발달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

존의 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취업모의 직업 특성들의 영

유아 발달에 대한 낮은 관계성과 더불어 회귀분

석 결과에서의 낮은 R
2
의 원인 또한 논의의 가치

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본 연구

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

었던 MSD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측정하

는 도구로서 얼마나 타당하고 포괄적인가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여러 결과들에 의해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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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초기 아동 발달 측정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학자들

이 주장하는 것처럼(Bradley et al., 2001; Garret

et al., 1994), MSD의 문항들은 아동의 사회․인

지 발달보다는 주로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과 관

련된 자기관리 능력(예를 들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변수들의 측정 방

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취업모

의 주당 근무시간은 연속변수로 처리되지 않고

범주화되어 측정되었는데(예를 들면, 주당 근무

시간 35시간 이상, 20시간 이하, 21∼34시간),

다른 범주를 사용했을 경우 취업모의 근무시간

과 아동 발달 간에 좀 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

할 수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의 측정 방법의 다양성

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취업모의 근무시간과 아

동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

서 입증된 바 있다(Harvey, 1999).

둘째,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35

시간 이상 일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자

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이 자녀의 인지 자극

활동,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견해(Huston &

Aronson, 200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양육행

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Menaghan과 Parcel(1991)

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동

에게 인지적으로 더 자극적인 긍정적 양육행동

을 보인다는 Brady-Smith(2002)의 결과와는 불

일치한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본 연구에서 취업

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정

서적 지지 양육행동이 취업모의 시간적 여유 정

도와 관련되기 보다는 그 외의 다른 직업 특성들

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과 관련

하여서는 어머니의 총수입이 높을수록 자녀들에

게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수입은 양육행동

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재희․박경란, 2004;

Menaghan & Parcel,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

(Menaghan & Parcel, 1995; Raver, 2003)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수입과 정서적으로 지

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 간의 이러한 정적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Meyer & Cancian, 1998) 이러한 심리적 안녕이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 어머니의 총수입과 양육

행동의 관계성에 있어 흥미로운 결과는 총수입

은 취업모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의

연령에 맞는 인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은 많

은 경우 재정적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소득 수준이 가정에서 아동의 인지를 자

극하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의 질과 양(예를 들자

면, 서적의 수와 아동의 인지를 자극하는 교육적

효과의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Guo와 Harris(2000)가 지적

한 대로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제공

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재정적 요소와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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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HOME의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점수를 측정하는 일부 항

목들(예를 들면, 아동을 위해 책을 읽어 주는 횟

수 등)은 재정적으로 덜 풍족한 어머니라도 그들

의 자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

다. 근무 시간이 적은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을 제공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넷째,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가 어머

니의 인지적 자극과 관련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

서 탄력 근무시간제도가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

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가정에서 자녀

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가

휴가를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취업모의 스트레스 완화나 물리적․질

적인 면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에 도움이 되

고 이것이 취업모가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

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병가휴가의 이용 가능 여부는 어머

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가족 친화

적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생활

에 늘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으며(Estes,

2004) 가족 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

면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박성연․임

미리, 2002)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직장의 복지 여건이 취업모의 이중역할 수행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돕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상과는

달리 가족친화정책이 취업모의 정서적 지지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러한 결과에 대

해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뿐만이 아니

라 이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예를 들자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등)이 이들의 관계에서 더 중요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정책은 이용 가능 여부에

서 더 나아가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충분한 복지수준일 때 취업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특

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양육행동은 근무시간과 아동의 인지 발달

(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과 소득

과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Parcel & Menaghan,

1994)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이러한 결과

는 직업 만족도와 직업의 복잡성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Geschwender

& Parcel, 1995; Parcel & Menaghan, 1990)된 것

과는 불일치를 보이는데 이는 표본의 연령과 측

정도구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

겠다. 예를 들면, Geschwender와 Parcel(1995)의

연구에서는 5∼8세의 아동들이 연구 대상 이였

으며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측정한 본 연구와

달리 인지적인 발달만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취업모의 직업 불만족도가 영유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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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영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가 직업 불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

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무 만족

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포괄적 서비

스의 도입과 확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직업 만족도가 낮

은 취업모를 위한 상담역할 뿐 아니라 직업 불만

족의 구체적 원인들(예를 들자면, 업무 자체, 직

장 동료, 보수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

탕으로 조직과 취업모의 의사소통의 통로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유아

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

서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어머니가 영유아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따뜻

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재정적

인 면이 중요함을 재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적 차

원에서 최저 임금제 인상과 같은 취업모의 임금

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됨을 의

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모들을 위

해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프

로그램의 구축․확장도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소득과 양육행동의 관계성에

있어 소득이 취업모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자

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제공

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요소가 꼭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정서적 양

육행동을 돕기 위한 재정적 측면의 정책과 더불

어 어머니의 영유아 인지 발달에 관한 전반적 이

해를 돕고,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교육프

로그램의 제공은 최적의 영유아 발달의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변수들을 통제하려는 노

력을 기울였지만,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 초기 영유아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된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

달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은 취업모의 직업 환

경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밝히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기법

이 후속 연구에서 사용된다면 취업모의 직업 환

경과 영유아 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

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가족 친화적 정책이 근로자의 심리적 안

녕과 직장-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직 내 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뿐아니라 직장 상

사및동료의 지원과 같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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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Estes, 2004).

또한 선행연구(Thompson et al., 1999)는 가족 친

화적 정책의 시행 여부와 정책의 실제 사용 여부

를 분리해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화적 정

책의 이용가능 여부만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가

족 친화적 정책과 관련된 포괄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확대 포함시

키고 시행 여부와 사용 여부를 분리 측정 하는

후속 연구는 가족 친화적 정책이 취업모 아동의

발달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

으로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직업 환경이 아

동 발달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

의 직업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

지의 직업 만족도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선행연구 결과(Barling, 1986)와 양 부모의

직업적 특성이 아동 양육의 가치와 행동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Parcel & Menaghan,

1994)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

버지의 직업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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