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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취업모가 지각한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만족도
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
업모 515명이었다. 조사는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
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어머니 역할 갈
등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레스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보육정책의 정착을 통
하여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낮추고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취업모, 일-어머니 역할 갈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Participants were 515 
mothers of children aged 2 to 5 recruited from companies in Gyeonggi Province, Kore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5 to March 20,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mong study variables. As a result, work-mother role conflict and parental satisfaction directly 
influenced parenting stress. Work-mother role conflict directly influenced parental satisfaction. The indirect effect 
of work-mo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al satisfaction as a mediator was verified on parenting stress. 
Therefore, to relieve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diverse programs to improve parental satisfaction 
need to be utilized along with decreasing work-mother role conflict through the settlement of child c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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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인

데 연령 별로 살펴보면 25-29세에는 71.8%이었으나 결

혼과 육아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는 30 에는 57.0%로 

크게 감소하 고 40 에 65.9%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  경력단  여성 비율은 

20.1%로 년도와 비교할 때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15.8%나 증가하여[1] 취업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

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2].

일반 으로 일상  양육이란 배변, 낮잠, 식사, 간식, 

세면 등 생존과 건강에 련된 기본 생활을 하도록 

아를 돌보는 것이다[3]. Kang[4]은 이러한 일상  양육

에서 오는 부모의 스트 스를 일상  스트 스로 분류하

고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 부모가 지각하는 일상 인 

따분함, 신경질, 당황 같은 감정으로 정의한다. 즉, 양육

스트 스란 부모됨으로 인해 생되는 여러 변화 상황에

서 부모가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압박감을 의미한다[5]. 

특히 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들의 경우에는 한 양육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 스를 경험

하기도 한다[6]. 

더욱이  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은 차 더 큰 스트 스로 인식되는 경향이다[5, 

7]. Kim과 Cho[8]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어머

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스트 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에 한 부모의 역할분담이 요

구됨에도 가족가치 은 여 히 통 인 경향이 많아 자

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

[9]. 

양육스트 스와 련하여 장애아동[7, 10, 11]이나 특

정 질환을 가진 환아를 상으로 한 연구[12, 13]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정상아 특히 학령 기의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아동

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 스의 수 에 차이가 있는데

[14] 연령에 있어서 미취학 어린 아동은 경험과 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돌보는 시간과 에 지가 지속 으로 요

구되므로 부모의 역할긴장이 높고 양육스트 스가 증가

하여[15] 양육부담감도 크다[16]. Song, Jang과 Kim[17]

의 연구에 의하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여부는 일가족양

립갈등에 항을 미쳤으며 연령, 건강상태, 고용상황, 근

로시간, 직장 내 지지와 가족지지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

도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은 맞벌이 남성이나 홀

벌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의 일과 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인과

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양육스트 스는 양육태도  양육행동을 측하

게 하는 요인으로서[18, 19, 20]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가 

자녀의 사회  응이나 문제행동[21, 22, 23] 등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데 을 둔 연구들이 

부분이며 일과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 여

성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양육스트 스와의 계에서 주목받지 못하 다.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

험하는 즐거움이나 보람, 만족을 말하는데[24], Yang[25]

은 일로 인해 아버지 역할 수행이 방해받아 양육 참여도

가 을 경우 부모역할만족도가 하된다고 하 고 Seo

와 Lee[24]는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심리  디스트 스

를 야기함으로써 부모역할만족도 하에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부모역할에 한 만족

도는 경제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의 어려움 등과 같은 

자녀양육의 부정 인 면을 상쇄하고[26] 어머니가 스트

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를 환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므로[27] 양육스트 스 감소에도 정 으로 향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 수행

을 방해하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살펴 으로써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한 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

도가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

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취업모의 일-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

족도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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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가설  모

형을 제시한 후 모형에 한 합도, 매개효과와 연구가

설을 검정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

하는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본 연구 참여에 동

의한 515명이다.  

2.3 연구 도구

2.3.1 양육스트레스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Kim과 

Kang[28]의 양육스트 스 척도를 사용하 다. 이는 

Abidin[29]의 Parenting Stress Index  Parental 

Distress 요인, Crnic과 Greenberg[3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31]의 Maternal 

Guilt Scale에서 44문항을 추출하고 취업모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여 총 78문항을 선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되었다. 본 도구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 인 스트 스’ 12문

항, ‘부모역할수행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 12문항

과 ‘타인양육에 한 죄책감’ 8문항의 3가지 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측정하여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일

상  양육스트 스, 부모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 타인양육에 한 죄책감 3개 하 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0, .86, .85이었다.   

2.3.2 일-어머니 역할 갈등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하여 Small과 

Riley[32]이 개발한 Work Spillover Scale(WSS)을 기

로 Seo[33]가 제작한 ‘일-아버지 역할갈등’ 척도에서 ‘아

버지’를 ‘어머니’로 수정하여 Choi와 Cho[2]가 사용한 도

구를 이용하 다. 본 도구는 직장생활의 부담으로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련된 문항들로 총 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역할 부족 갈등’ 5문항,  ‘시

간․에 지․심리  제약 갈등’ 3문항의 2가지 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측정하

고 부정 인 문항 요인은 역채 한 뒤 합산하 다. 수

가 높을수록 일로 인한 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으며, 어머니 역할 부족 갈등  시간․에 지․

심리  제약 갈등 하 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0과 .86이었다.

2.3.3 부모역할만족도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Guidubaldi와 Cleminshaw[34]가 개발한 CGPSS(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를 

Hyun과 Cho[35]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다. 자녀의 지

지 6문항, 부모역할 갈등 3문항, 부모-자녀 계 5문항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해당되지 않아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 다. 본 척도는 총 34개 문항,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들은 5  Likert 척도

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측

정하 고 부정 인 문항인 부모역할 갈등 요인은 역채

한 뒤 합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일반  만족도(11문항), 부

모-자녀 계(5문항), 배우자의 지지(10문항), 부모역할 

갈등(10문항) 4개 하 척도별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6, .85, .90, .82이었다. 

2.4 자료 수집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질문지의 

성과 문제 ,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악하기 해 2013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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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를 시행하 다. 비조사는 취업모의 일반  특성, 

양육스트 스,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와 

련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만 2-5세의 유아를 둔 취업모 

20명을 상으로 일 일로 이루어졌다. 취업모와의 직  

면 을 통한 비조사 결과 문항에 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단되어 본 조사를 진행하 다.

본 조사는 비조사 후 완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기도 P시에 소재하

는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상으로 실시하 다. 먼  

기 의 책임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조

를 구한 후 연구보조원이 직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

  연구 참여에 한 익명성 보장에 하여 설명하

다. 그리고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

를 배부하 다. 모두 56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불성실

하게 응답한 45부를 제외하고 최종 515부가 본 연구의 자

료로 사용되었다. 

2.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서술  

통계를,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연구 변

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사용

하여 검증하 다.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

역할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해 AMO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모형(Structual Equation Modeling : SEM) 분

석을 실시하 다. 련 변수들 간의 계는 최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형의 합도를 평

가하는 지수는 χ2 (CMIN), TLI(Tuc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를 이용하 다. 합도 지수는 χ2, TLI(>.90), IFI(>.90), 

CFI(>.90), RMSEA(<.08)를 기 으로 평가하 다. χ2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에 상 으

로 향을 덜 받으면서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

려하는 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36].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연령은 30-39세가 413명(80.2%)으

로 가장 많았으며 지 는 정규직이 400명(77.7%)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이 301명(58.4%), 1명이 152명(29.5%), 3

명이 53명(10.3%), 4명이 9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졸업 225명(43.7%), 3년제 졸업 113명

(21.9%), 학원 졸업 이상은 98명(19.0%)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

20-29 11 2.1

30-39 413 80.2

40-49 91 17.7

Position
Full-time 400 77.7

Non-regular 115 22.3

Number of 

children

1 152 29.5

2 301 58.4

3 53 10.3

4 9 1.7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79 15.3

College 113 21.9

University 225 43.7

Graduate school 98 19.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515)

3.2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 행렬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를 추정한 결과, 상

자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

스의 상 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측정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상자의 일-어머니 역

할 갈등은 5  만 에 2.32±0.52 , 부모역할만족도는 

2.88±0.39 , 양육스트 스는 2.24±0.43 으로 나타났다.

통계  모형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해 AMOS 18.0

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

하의 측정변수들에 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

과, 왜도와 첨도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에 최 우도추정 차를 

용하여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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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

es

1 2 3 M

±SD

Skewne

ss
Kurtosis

r (p) r (p) r (p)

1 1.00
2.32

±0.52
.188 .479

2
-.410

(***)
1.00

2.88

±0.39
.193 -.280

3
.549

(
***
)

-.613

(
***
)

1.00
2.24

±0.43
-.118 .709

1=Work-mother role conflict; 2=Parental satisfaction; 

3= Parenting Stress; *** p<.001.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값은 11.23 

(df=24, p<.001), TLI=0.90, IFI=0.91, CFI=0.91, 

RMSEA=0.07로 나타나 합도 지수평가에서 기 에 양

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따라서 모

형하의 변인들 간의 모수치를 추정하고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Table 3> Model fitness indexes

Variable NPAR
χ2 

(CMIN)
df TLI IFI CFI RMSEA

Model fit 30 11.23 24 .90 .91 .91 .07

TLI=Tucker-Lewis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3.4 모형 분석

가설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경로의 모수치와 유효성

을 검증하기 하여 경로 추청치를 산출하 다. 표 화 

경로 모수치를 심으로 측정모형에 한 경로도형을 제

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 모수치에서 양육스트 스에 유의하

게 직 인 향을  경로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β

=.349, p<.001), 부모역할만족도(β=-.673, p<.001)이었다. 

부모역할만족도에 직 인 향을  경로는 일-어머

니 역할 갈등(β=-.475, p<.001)이었다.     

모형하의 모수치들의 통계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Variables β SE CR
Standard

ized β
p

Parental satisfaction 

<- work-mother role 

conflict

-0.475 0.051 -9.248 -0.499 ***

Parenting stress <- 

work-mother role 

conflict

0.349 0.050 6.994 0.319 ***

Parenting stress <- 

parental satisfaction
-0.673 0.062 -10.818 -0.586

***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 

parenting stress

1 0.770

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 

parenting stress

1.157 0.055 21.042 0.938 ***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 

parenting stress

0.807 0.054 15.038 0.651 ***

Conflict due to time, 

energy,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 

work-mother role 

conflict

1 0.582

Conflict due to lack of 

mother role <- 

work-mother role 

conflict

1.604 0.167 9.624 1.009
***

General satisfaction 

<- parental 

satisfaction

0.927 0.048 19.415 0.820 ***

Parent-child 

relationship <- 

parental satisfaction 

1 0.823

Spouse support <- 

parental satisfaction
1.184 0.082 14.448 0.631

***

Parent’s role conflict 

<- parental 

satisfaction

0.952 0.065 14.667 0.639 ***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 p<.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for parental stress

3.5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유아교사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

을 검증하기 해 총 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

해하 으며, 간 효과 검증 차에 따라 Sobel 검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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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diagram for parenting stress

X1=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X2=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X3=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X4=Conflict due to time, energy,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X5=Conflict due to lack of mother 

role; X6=General satisfaction; X7=Parent-child relationship; X8=Spouse support; X9=Parent’s role conflict; 
*** 
p<.001.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al satisfaction <- 

work-mother role 

conflict

-.475
***

-.475
***

Parenting stress <- 

work-mother role 

conflict

.349*** .320*** .669***

Parenting stress <- 

parental satisfaction
-.673

***
-.673

***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parenting stress path model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통계 으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5, p<.001). 

부모역할만족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일-어머니 역할 갈

등이 양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9, p<.001). 그리고 일-어머

니 역할 갈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직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β=-.673, p<.001).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양육스트 스에 직 효과(β=.349, p<.001)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 스에 간 효과((β=.320, p<.001))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등이 높

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증가한다. 한 부모역할만족도

도 양육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부 인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만족도

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는 어든다.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등은 양육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간 으로도 향을 미

친다, 따라서 부모역할만족도는 일과 어머니의 역할 갈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 스에 간 으로 재하는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스트 스를 직  는 

간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에 향하는 요인 

 경로를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경로모형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에 직 인 경

로를 통해 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 

 부모역할만족도이었다. 즉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높

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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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한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간 효과 변수

이었는데 직 효과 수  .349에 비해 간 효과 수 이 

.320으로 나타나 직 효과보다 작은 효과이었다. 이는 일

-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하지 않고

도 직 인 경로를 통해 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낮추기 

한 방안 마련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 산 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여[2, 37, 38] 취업 여성들이 겪는 양육부담감은 여

히 크다[16]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상황을 

간 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매

개변수인 부모역할만족도의 직 효과도 -.673으로 나타

나 일-어머니 역할 갈등 감소뿐만 아니라 부모역할만족

도를 증진시키는 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에 한 총 효과

는 부모역할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취업모의 부모역할만

족도와 양육스트 스 간의 인과 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논의할 수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Noh와 

Hwang[27]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0-3세

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 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ang과 Yang[39]의 

연구에서도 장애유아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

스트 스 간에는 부 상 이 있었으며 부모역할만족도

는 평균 4.02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 스는 

평균 2.76으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

지하 다. 다만 이들 연구결과는 단순 상 계만을 제

시하고 있어 추후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반복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분

석한 연구에 의하면 양육부담이 을수록 부모역할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활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40]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있어서도 부모역할

만족도는 매우 향력 있게 작용하므로 부모역할만족도

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27]. 자녀양육에 있어서 배

우자의 참여와 지지를 활성화하기 한 부모교육이나 부

모-자녀 계 증진을 한 부모역할훈련 로그램 등의 

실시를 통하여 극 이고 능동 으로 부모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역할만족도에 직 인 향을  변인은 일-어

머니 역할 갈등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어머니 역할 갈등

이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아버지 역할 갈등 수 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가 하된다고 보고한  Seo와 Lee[24]의 연구 결과와 맥

락을 같이하 고, 동일한 척도로 인과 계를 확인한 연

구는 아니지만 일-가족 갈등 수 이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Ko, Lee와 Kwon[41]의 연

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42, 43]

와 달리 취업 유무와 부모역할만족도는 련이 없었다는 

연구[44] 결과도 있어 취업모의 특성  부모역할만족도

와 련이 있는 요인에 해 심을 가지고 탐색할 필요

가 있다.  

Yang과 Shin[45]은 일–가족 갈등이 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하나이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양육스

트 스는 여성의 정신  건강 상태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46] 양육스트 스가 높을수록 출산에 한 정

 태도를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47] 출산 문제를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으로 양육스트

스를 덜어  방안을 좀 더 극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상자의 양육스트 스는 5  만 에 2.24로 

평균 이하의 스트 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자의 77.7%가 정규직이었으며 다니는 직장에서 육

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운 되고 있어 취업모의 부담

을 덜어주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hoi와 Cho[2]의 연구에 의하면 만 3-5세 

유아를 둔 취업모에서 비정규 근무가 높을수록 일-어

머니 역할 갈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 련 정책의 시

행여부에 따른 일-어머니 역할 갈등에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므로 향후 근로환경을 고려한 연구모형의 개발

과 검증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부모역할

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경

로모형을 제시하고 구조  계를 밝힌 에서 학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취업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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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 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추후 확 된 상자 표집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

된 변인들을 고려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로 분석을 통해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

에 미치는 향 계를 연구하 다. 만 2-5세의 자녀를 

둔 취업모 515명에 하여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20일

까지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어머니 역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어머니 역할 갈

등은 양육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스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어머니 역

할 갈등은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로 양육스트 스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스트 스 감소를 한 방안으로서 시행 

인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정착을 통해 일-어머니 역할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부모역할만족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활

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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