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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와부모역할만족도를통해어머니양육자내면의모습을살펴봄으로서양육자로
서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서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를대처할수있는대안과부모역할의만족감을높이며자녀양육의
질을향상시키기위한사회적지지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연구하고자한다. 본연구는서울, 경기지역의 4세-7세학령전
기아동을둔부모 312명을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자료를분석하기위하여
SPSS 22.0과 AMOS 22.0을사용하여빈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Sobel-test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는사회적지지와부모역할만족도에대해각변인간유의
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사회적지지와높은부적상관이있음을나타났다. 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 만족도에도 유의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와부모역할만족도의관계에서매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이와같은결과를통해모의양육스트레스가부모역할만족도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모에
게연결되어있는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적절한지지와실제적인도움및어려움에대한호소를이해하고격려가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ner side of those who raise the children, that is, the mothers, 
through the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s and the child-rearing stress of them, with a view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n alternative for the mothers to cope with child-rearing stress and enhancing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ir role as a parent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rearing.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with 312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of age 4 to 7 in Seoul 
and Gyeonggi Area from October 1, 2018 to October 15, 2018. To analyze the data, the researcher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d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obet-test,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hild-rearing stress, while social 
support influenced the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significantly. Also, it turned out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child-rearing str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social network that is connected with the mothers may function to reduce the 
negative influence of child-rearing stress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parental role when the social network channels 
appropriate support, tangible assistance, appealing of difficulties, and encouragement.

Keywords : Mothers, child-rearing stress, satisfaction with parental roles, social support,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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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제성장으로많은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의확

대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맞벌이가구의증가속에서남편과아내모
두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부부갈등에 대한

경험을 하였고[1],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육체
적·정신적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
성과 남성 모두가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역할

만족도간에관련하여연구가필요하다고 볼수 있다[3].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긍정

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기여

할수 있는 중요한인격체로자라기를기대한다[4]. 그러
나 어머니의 양육방법과 일상에서의 유대관계는 어머니

가생각하고 바라는 대로순탄하고 평온하고진취적이지

만은 않다. 현대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은전통적인 방식의
자녀양육과는다르게 다양해지고, 빠르게발달하며 자녀
에 대한어머니의 기대와관심 수준은더욱 높아지고있

다. 기혼여성이 사회적 진출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현
대어머니들의지속적인양육정보에대한욕구와경제적

욕구를 통해 자녀에게 더욱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
한 기대감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해 양육을 하는 과

정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어
머니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어머니 역할을 잘 수행하
기 위한 기술을 획득하고자 많은 기회를 갖고자 하지만, 
그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5].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상대적으로 많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자녀와상호작용에대해긍정적인결과가나타

나며, 자녀의정서적·사회적·지적·언어적발달에더욱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6].
한 가정에서 부모가되고, 어머니역할을수행하는 것

은 ‘사회’, ‘가정’이라는 한정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양육행동이며, 가정에서의 다른 어떠한 역할 중
에서도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

모의 긍정적 심리상태는자녀양육의역할을위해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7].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
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인 행복을 통해 올바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

인들이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8].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는 가정 혹은 직장에서의 다

양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자녀양육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9]. 이러한 양육과정에서 어머
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자
녀의 양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부모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어머
니의 양육과정에서 가족이 받는 사회적 지지와 격려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본인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부모, 친구 등의 여러
관계에서얻는전반적인만족이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2-13]. 따라서 본 연
구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적·외적의 자원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즉,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는양육 스트레스를낮추고부모역할을긍정적으로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
만족도와양육스트레스에서사회적지지가어떠한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

도를 통해 어머니 양육자 내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있는대안과부모역할의만족감을

높이며 자녀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지

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

의 관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

모역할은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으며[15], 자녀 스트레스요인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6]. 김수연(2010)의 연구에
서는 이러한 자녀 스트레스 요인이 부모역할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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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17]. 또한 박영
아(2005)의 연구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변인들의 영

향을 받게 되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형성될수록 부모
가 지각하는 역할에 대한 내적 심리상태는 낮게 형성되

어실질적인 역할에 대한만족도를 저해한다고언급하고

있다[18]. 즉,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
적 영향을미치는 중요 변인인것을 확인 할수 있다[19].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

아지면부모역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라

는가정하에, 본연구에서는미취학자녀를둔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부모역할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다시

금 검증할 것이다.

2.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집단 내에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심리적 안정 혹은 물질적인 지원 등을 의미한

다[20-21]. Pearlin 외(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 집단
또는기관, 단체등과의관계속에서다양한경험과문제
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자원이라고 정의하였

다[22].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정신적·물질적인 안정
과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자

원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

스와 우울 및 좌절감 등 삶의 내적 요인에 해당되는 부

분에 대해보호요인으로작용하여부정적인영향을줄여

주는 역할로 나타나게 된다[23]. 즉, 양육 스트레스가높
게 나타날경우 개인이사회적 지지를낮게 지각하게되

면 우울로 이어지게되며[24], Norbeck 외(1981)는 어머
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및 갈등에더욱 유연하게대처하며 긍정적정

신건강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25]. 즉, 사회적 지지
는 높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에

영향을 향상 시키고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모의 내적 심리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

다[26-27].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

아지면 사회적 지지요인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실제 선
행연구사례를바탕으로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요

인이 직접적인 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
회적지지가양육스트레스를보호하는보호요인임과동

시에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 회복요인으로도 작용

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미취학자녀를둔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사회적지지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

보고자 한다.

2.3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해갖는 직접적인영향에 대해밝힌 연구들을먼저 살

펴보면, McCurdy와 Daro(2001)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
는데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고 있으며, 어머니가 친밀한 성인 혹인 남편에
게서 받는 지각된 지지는 대체적으로 부모역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긍정적인 역할 만족도를 형

성하게 된다고 밝혔다[28]. Hudson 외(2003)는 아버지
들을 대상으로 ‘New Fathers Network'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New Fathers Network' 
지지원에참여하는 아버지 집단이 부모효능감및 역할만

족도 수준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해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사회적지지 변
인이부모역할만족도향상을위한중요한예측변인임을

밝혔다[30]. 곽정인(2000)의 연구에서 부모가 많은 사람
들로부터다양한도움을받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높

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31], 이성원(2009)의 연구에
서 미혼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 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

역할만족도를높이는긍정적인보호요인으로작용할수

있으며, 부모역할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미취학자녀를둔어머니의사회적지지
가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4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 부모역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한편, 어머니 부모역할에서 사회적 지지는 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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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를가지고있고, 양육스트레스에부적인영향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즉, 양육 스트
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

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부모

역할을 긍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중요한요인임을 알수

있다. 
옥경희(2000)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가족의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고,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 배우
자, 부모등다양한관계에서얻는전만적인만족도는역
할만족도와 높은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다[11,13]. 또한
양육과정에서어머니에게다양한양육관련 정보및행동

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받게 된다면, 자
녀에게 더욱 적절한 양육방법을 선택할수 있게됨으로

써 어머니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33].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되는 모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높여주고 외부로부
터의 지지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긍정

적인 부부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향상된 삶의 질을 이루

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가 부모

역할 만족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들은있으

나양육스트레스와 부모역할만족도와의관계에서사회

적 지지가매개적 역할을한다는 연구는매우 미흡한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부모역할만족도의관계에서사회적지

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연구문제를 제시하면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어
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간에는 어떠한 관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부모

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4

세-7세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유아기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형성

하는 시기이고[34], 학령전기는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서 가장 역동적이며 급속한 발달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35]. 이러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는 영아나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보다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증가하고[36]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부모역할에 어려움

을 겪게 되게 때문이다[337].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처리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22.0과 AMOS 22.0을 사용한다. 응답자
의 일반적 특성을 위한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타당성
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
시한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한다. 구성 개념 간의
관계성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실시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및 Sobel-test를 실
시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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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도구[38]를

수정·보완 하여사용한 김순규와 강은미(2011)의측정도
구[39]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미
취학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부모로 한정지어적용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대상자의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
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의 3개의 하위요인, 32문
항으로 구성되어졌다. 측정방식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
(1점=결코그렇지않다, 5점=항상그렇다)를 이용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Cronbch's 
α)는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가 0.93, 부모역할 부담감이
0.90, 타인 양육죄책감이 0.88, 전체가 0.95로 나타나 내
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2)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Guidubaldi와

Cleminshaws(1985)가 개발한 CGPSS[40]를 현온강과

조복희(1994)가 우리문화에 맞게 수정한 척도[41]를 바
탕으로 김윤희(2010)가 사용한 설문지[42]를 사용하였
다. 측정방식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1점=결코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를 이용하였으며, 부모역할 측정
도구의총점이높을수록부모역할만족도수준이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Cronbch's α)
는 일반적 만족도는 0.89, 부모-자녀 관계는 0.71, 배우
자의 지지는 0.91, 부모역할갈등(역문항)은 0.83, 자녀의
지지는 0.82, 전체는 0.86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
증하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를측정하기위하여박지원(1985)이개발

한 문항[43]을 손나윤(2014)이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지
지 측정도구[44]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 행위 속성을 4
가지 하위영역 즉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
지, 평가적 지지로 지지 형태를 나누어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으로는 5점 리커트 척도(1점=결코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
지에 대한 신뢰도(Cronbch's α)는 정서적 지지는 0.91, 
정보적 지지는 0.92, 물질적 지지는 0.88, 평가적 지지는
0.89, 전체는 0.97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학령 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령으로는 만 28세 이하가 6.1%(19명), 만
29세-31세 21.5%(67명), 만 32세-34세 42.9%(134명), 
만 35세-37세 23.7%(74명), 만38세-40세 3.5%(11명), 
만 41세 이상 2.2%(7명)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가 14.4%(45명), 고등학교 졸업 20.2%(63명), 
2년제 대학졸업 9.6%(30명), 4년제 대학졸업 55.8%(174
명)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해서는 사무직이 22.8%(71
명), 공무원 11.9%(37명), 생산/기능직 15.1%(47명), 판
매/서비스직 16.3%(51명), 전문직 11.9%(37명), 자영업
8.7%(27명), 주부 8%(25명), 대학원생 5.4%(17명)로 나
타났다. 월수입에 대해서는 150만원 미만이 전체

6.4%(20명), 200만원 미만 7.4%(23명), 250만원 미만
14.4%(45명), 300만원 미만 18.3%(57명), 350만원 미만
17.6%(55명), 400만원 미만 16.7%(52명), 450만원 미만
9.6%(30명), 500만원 미만 4.8%(15명), 500만 원 이상
4.8%(15명)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

적 지지,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
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
도 분석 결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부모
역할 만족도의 신뢰도 값이 0.6이상으로나타나모든 측
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과
같이측정도구의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연구모

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

고,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이 0.652에서
0.811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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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어

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어머니 부모역

할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와사회적지지간에는유의미한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3.8%로 나타났다. 어
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2.8%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3.5%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변수
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1471.750
(p=0.000) 47 .023 .886 .937 .914 .934 .070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Parent role 
satisfaction

Mother's 
parenting 

stress
1

Social 
Support -.538** 1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328** .635** 1

Mean 2.36 3.82 3.80
SD 0.454 0.469 0.455

**p<.01

Table 3.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4와>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1461.750
(p=0.000) 47 .914 .888 .957 .929 .945 .931 .022 .062

Table 4.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

펴본 결과<Table 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β=-.863, p<.01)와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β
=-.371, p<.01)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β
=.418, p<.01)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

h’s α

Parenting 
stress

→
Routine 

parenting 
stress

0.652 FIX -　

0.932 0.697

.879

→
Parent role 

burden 0.692 0.070 13.731 .728

→
Guilty of 
nurturing 

others
0.716 0.072 14.125 .749

Social 
support

→ Emotional 0.678 FIX -　

0.931 0.693

.866
→ Informative 0.650 0.082 13.023 .879
→Materialistic 0.811 0.075 15.600 .798
→ Evaluative 0.746 0.079 14.992 .804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
General 

satisfaction 0.701 FIX -　

0.913 0.682

.729

→
Parent-child 
relationship 0.754 0.082 15.980 .893

→
Spouse's 
support 0.794 0.079 16.768 .881

→
Parent role

conflict 0.658 0.075 11.939 .802

→
Support of 

child 0.642 0.076 13.684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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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Mother's 
parenting 

stress
→ Social 

support -0.686 0.083 -10.191 .000 Sig.

Mo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0.322 0.105 -4.563 .000 Sig.

Social 
support →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0.401 0.085 5.764 .000 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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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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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6>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부모역할만족도의관계에서사회적지지의매개효과검

정을 위한 분석결과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
머니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간접효과는 p<.05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0.322 0.006 -0.275 0.001 -0.59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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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부

모역할만족도의관계에서사회적지지의매개효과를알

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
과 같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어머니부모역할만족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해 각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
회적 지지와 높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낮추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볼수있으며, 이는사회적지지가어머니부
모역할만족도의상관관계가높기 때문에 어머니 부모역

할만족도의회복도가능하다고볼수있다. 이와비슷하
게, 옥경희(2000)의 연구에서도 사회직 지지나 격려가
높을수록어머니의 스트레스와역할만족도에대해직접

적인 영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부모역할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더많은사회적지지를필요로하나, 기대하는만큼지지
를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
역할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

었으며, 이는 모의 부모 역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낮추는것이중요함을시사해주는결과

라볼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통해모의양육스트레
스가 부모 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시키기위해서는모에게연결되어 있는사회적관계망으

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실제적인 도움 및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이해하고격려가이루어진다면어머니의양육스

트레스는 감소하게 되고, 어머니가 느끼는 어머니 부모
역할만족도가 높아져높은 질의양육이 이루어질수 있

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의 어려운 환경을 이해
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운 과정을 혼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함께 이어져 나갈 수 있다면 양육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모의 사회적 부정적 인식은 물론이

고스스로의자존감도높일수있을것이다. 특히사회적
지지가 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우선적 지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가정을비롯하여사회연결망에대한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에 대한 감소 효과를 위해 학력기 전 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유아와 많은시간을보내기위해유아교육기

관에서 어머니의 참여 활동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유
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의 활동을 다양하게 제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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