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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H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
모 137명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ANOVA, 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
과, 모성역할적응은 모아애착(r=.488, p<.001), 사회적지지(r=.71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취업모의 모성
역할적응에는 사회적지지(β=.616), 출생 시 아기상태(β=.123), 현재 모유수유 여부(β=.127) 및 모아애착정도(β=.141)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55.5%(F=43.487, p<.001)이었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을 위해 가족,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지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중재 전략이 요구된다.
주제어 : 취업모, 모성역할적응, 모아애착, 사회적지지,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to strengthen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by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venience extracts from 137 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under 24 months of residence in H city, Gyeonggi-do. Data were proces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maternal role adap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 attachment(r=.488, p<.001) 
and social support(r=.718, p<.001). Social support(β=.616), baby status at birth(β=.123), current 
breastfeeding status(β=.127) and maternal attachment degree(β=.141) affect the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The explanatory power of regression analysis was 55.5%(F=43.487, 
p<.001). As a result of the study,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maternal role adaptation of employed mothers. Various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social 
support in families, workplaces and communities are required for maternal role adaptation to 
employed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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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 여성은 학력의 증가, 자아성취, 사회적 기대, 

편부모 가정 증가 등의 이유로 취업에 대한 개인적, 사회
적 요구가 증가해왔다[1].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4%이며[2], 경력 단절 
여성이 약 20%에 달한다[3]. 이들 중 91.5%가 경력단절
의 이유로 결혼, 육아, 임신 및 출산을 꼽았다[3]. 국가 인
구정책이나 기업 인적차원 측면에서 여성근로자의 직장 
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4]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흡, 출산 후의 재취직
의 어려움, 직장단위에서의 보육시설제공 및 육아지원서
비스의 부족, 잘못된 기업문화와 인식으로 인해 기혼 취
업 여성의 육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5] 등 
취업모들은 직장인과 가정 내 주 양육자로서의 이중역할
이 가중되고 있다[4].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모들이 경험
하는 가정과 직장 간의 이중역할은 부정적인 정서[6]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취업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모성역할 적응은 모성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
고 적응해가는 중요한 과업을 이수해가는 과정[8]으로 모
성역할은 어느 한 시기에 획득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출산
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9]. 모성역할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과정에서 문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된 모성적 특성을 가진 행
위양상으로 이는 학습에 의해 획득되어지며 여성에게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임신과 출산, 산
욕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심리적, 인지적 발달과정을 통
해 준비된다[10, 11]. Mercer는 모성역할에 대한 정의에
서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합하
여 모성 역할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통합적인 과
정이며, 이는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역량을 달성하도
록 한다고 하였다[12]. 

그러나 모성역할적응은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인지
적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머니로서의 적응이 요구되
므로[13] 개인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새로운 책
무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되고 그에 따른 무기
력, 죄책감, 지침, 우울 등의 모성적응에 반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14, 15]. 모성역할적응 과정에서 역
할 자신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과 긴장을 경
험하게 되고 이는 정신장애로까지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이러한 모성역할적응과정
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어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9] 모성역할적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사
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성역할적응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아동발달을 
촉진시키지만, 모성역할이 지연되는 경우 아동발달에 문
제를 초래할 수 있다[17].  

모아애착은 모성역할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요
소로[13]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기를 돌보기 위한 물
리적 시간의 제한은 모유수유를 비롯한 다양한 아기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신
체적, 정서적 모아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모
아애착은 모성역할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8]. 또한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양육지지가 모성
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9] 
사회적 지지가 모성역할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9] 성공적인 모성역할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지
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시기에 
모성역할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성
역할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모성역할적
응의 일부속성으로 연구가 되었으며[13, 20] 모성역할적
응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연구[9, 17]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에 본 연구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모아애착 및 사
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개인적, 정서적, 사
회적 지지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모아애착 및 사회

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H시 보건지소 협력의료기관으

로 등록된 소아과 의원 및 병원을 내원한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를 모집단으로 한여 편의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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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을 이해
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임신 37주 이후에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자, 내과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 등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질환이 없는 자이다. 대
상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신 37주 이전에 조산한 
자, 대상자 혹은 영아에게 모유수유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신질환에 있는 자이다.

본 연구 적정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f2)를 0.15(medium)
로 두고 predictor 19개를 고려하였을 때 적정 표본크
기는 각 153명이 된다. 이에 탈락률을 10%로 설정하여 
총 168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대부
분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고 있어 설문지 응답을 종료하
지 못한 경우가 18부, 수거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작성
된 경우가 11부, 일괄 중간 값을 기록한 2부를 제외하고 
13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37명은 적정 표본수
에 미달하는 것으로 연구의 적정 표본수를 증명하고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결과의 효과크기(f2)는 1.24, 검정력(1-β) 1.00으
로 본 연구결과 해석에 무리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2.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일 보건지소의 협력의료기관의 기관장과 

간호부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
해 설명한 후 연구 진행에 대한 허락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다음 2016년 12월에서 2017년 02월
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도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인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24개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직장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보상,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
은 다음,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된 시간은 약 10분이었다. 

2.3 연구도구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모성역할 적응 35문항, 

모아애착 25문항, 사회적 지지 25문항, 일반적 특성 31
문항의 총 1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모성역할적응
Sheehan[21]이 개발하고, 최윤선[22]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여성으로서 자아인식 15문항, 모성으로서 역할

인식 20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 4=항
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에 대한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6이었다.

2.3.2 모아애착 
Muller[23]가 개발하고 한규은[24]이 국문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총 26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규은[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98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5]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으로는 정서적 지지 8문
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8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모아애착 및 사회
적지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Scheffe를 실시하였고, 모성역할적응과 모아
애착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으며, 모
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selection method를 사용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
구 참여자의 연령은 31∼35세가 61명(44.5%)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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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 36∼40세가 35명(25.5%), 26∼30세가 31명
(22.6%)이었고,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114
명(83.2%)이었다. 직장복귀시점은 출산 후 12개월 이후
가 66명(48.0%)로 가장 많았고, 9∼12개월이 26명
(19.0%), 3개월 이하, 3∼6개월, 6∼9개월이 각각 15명
(11.0%)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수입은 400만 원 이상
이 74명(54.0%)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형태는 질분만이 
100명(73.0%), 제왕절개분만이 37명(27.0%)이었고, 임
신 중 합병증이 없었던 경우가 100명(73.0%), 분만 중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가 3명(2.2.%)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출산인 경우가 73명(53.3%), 두 번째 출산이 53명
(38.7%), 세 번째 출산이 11명(18.0%)이었고, 출산 후 모
자동실을 이용한 경우가 41명(29.9%)이었다. 연구 대상
자의 아기 월령은 6∼12개월이 49명(35.8%), 6개월 미
만이 35명(25.6%), 12∼18개월이 28명(20.4%), 18∼24
개월이 25명(18.2%) 순이었다. 출산 시 아기 체중은 
2500g∼3999g 사이인 경우가 129명(94.2%)이었으며, 
아기 성별은 여아가 84명(61.3%), 남아가 53명(38.7%)
이었다. 출산 시 아기상태는 134명(97.8%)이 양호하였
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2.2%)에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다. 현재 수유 상태는 모유수유 중인 경우가 
68명(49.6%),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69명(50.4%)이
었다. 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모성역할적응, 모아애착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모성역할적응 정도는 점수범위 1∼4
점에서 2.78±52점이었으며, 모아애착은 3.53±.48점
(점수범위 1∼4점), 사회적지지 정도는 4.07±.54점(점수
범위 1∼5점)이었다. Table 2.

Variables Range of 
Scale Mean±SD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1-4 2.78±.52
Mother-to-Infant attachment 1-4 3.53±.48
Social support 1-5 4.07±.54

Table 2.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Mother-to-Infant 
Attachment, Intimacy, and Social support of 
subjects     (N=137)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Age

≦25 5 (3.7)
>26 ~ ≦30 31 (22.6)
>31 ~ ≦35 61 (44.5)
>36 ~ ≦40 35 (25.5)
>41 5 (3.7)

Last formal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3 (16.8)
above college 114 (83.2)

When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months)

≦3 15 (11.0)
>3 ~ ≦6 15 (11.0)
>6 ~ ≦9 15 (11.0)
>9 ~ ≦12 26 (19.0)
>12 66 (48.0)

Monthly income
(won)

2,000,000 8 (5.8)
>2,000,000 ~ 
≦4,000,000 55 (40.2)
 >4,000,000 74 (54.0)

Table 1. General and bir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7)

Birth-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Delivery type Normal vaginal delivery 100 (73.0)
Cesarean section 37 (27.0)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Yes 3 (2.2)
No 134 (97.8)

Complications
during delivery

Yes 3 (2.2)
No 134 (97.8)

Birth order
1st 73 (53.3)
2nd 53 (38.7)
3rd 11(8.0)

Utilization of
rooming-in care 

Yes 41 (29.9)
No 96 (70.1)

Age of baby 
(months)

≦6 35 (25.6)
>6 ~ ≦12 49 (35.8)
>12 ~ ≦18 28 (20.4)
>18 ~ ≦24 25 (18.2)

Weight of baby at birth
≦2500g 3 (2.2)
>2500g ~ ≦ 3999g 129 (94.2)
>4000g 5 (3.6)

Sex of baby Male 53 (38.7)
Female 84 (61.3)

Baby condition at birth Good 134 (97.8)
Poor 3 (2.2)

Current State of feeding Breast-feeding 68 (49.6)
No 69 (50.4)

Appropriate duration of 
breast
-feeding 
(months)

≦6 13 (9.5)
>6 ~ ≦12 91 (66.4)
>12 ~ ≦18 27 (19.7)
>18 ~ ≦24 4 (2.9)
>24 2 (1.5)

Breast-feeding plan 
during
pregnancy

Yes 125 (91.2)
No 1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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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모아애착 및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역할적응, 모아애
착, 사회적 지지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모성역할적응 
정도는 최종학력, 월수입, 출생 시 아기상태 및 현재 모유
수유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성역할적응 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3.033, p=.003), 가정의 월

수입 평균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200만 원∼400만 
원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845, 
p=.001). 출생 시 아기상태가 양호했던 경우(t=2.637, 
p=.009)와 현재 모유수유 중인 경우(t=2.856, p=.005)
에서 모성역할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대상자의 모아애착정도는 31세∼35세가 25세 이
하인 경우보다 높고, 26세∼30세의 경우보다 낮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3.675, p=.007). 대학이상의 최

Characteristics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Mother-to-Infant attachment Social support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25a 2.30±.47

2.056
(.090)

2,83±.66
3.675
(.007)

a<c, b>c

3.39±.75 4.755
(.001)
a<c
b>c

>26 ~ ≦30b 2.93±.56 3.68±.40 4.21±.60
>31 ~ ≦35c 2.89±.53 3.60±.47 4.17±.49
>36 ~ ≦40 2.73±.44 3,53±,48 3.95±.42
>41 2.81±.45 3.38±.88 3.62±.57

Last formal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54±.55 -3.033
(.003)

3.25±.55 -3.422
(.001)

3.78±.55 -2.864
(.005)above college 2.89±.49 3.63±.47 4.13±.52

When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months)

≦3 2.87±.42
.169

(.954)

3.72±.48
1.118
(.351)

4.04±.68
.978

(.422)
>3 ~ ≦6 2,75±,36 3.65±.49 4.26±.54
>6 ~ ≦9 2,83±,43 3.42±.45 3.88±.31
>9 ~ ≦12 2,80±.68 3.46±.62 4.06±.64
>12 2,86±.52 3.59±.46 4.09±.50

Monthly income
(won)

2,000a 2.98±.72 6.845
(.001)
b<c

3.61±.50 4.444
(.014)
b<c

4.14±.59 2.832
(.062)>2,000 ~ ≦4,000b 2.64±.48 3.42±.53 3.94±.53

 >4,000c 2.96±.49 3.68±.45 4.17±.53
Delivery type Normal vaginal delivery 2.85±.52 .488

(.626)
3.55±.53 -.511

(.610)
4.09±.59 .460

(.646)Cesarean section 2.80±.51 3.60±.41 4.04±.37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Yes 2.75±.62 -.284
(.777)

3.85±.13 .994
(.322)

3.76±.67 -1.025
(.307)No 2.83±.52 3.56±.50 4.08±.54

Complications 
during delivery

Yes 2.95±.24 .383
(.703)

3.62±.45 .171
(.864)

4.10±.10 .090
(.928)No 2.83±.52 3.57±.50 4.07±.55

Utilization of
rooming-in care 

Yes 2.87±.63 .509
(.612)

3.58±.54 .190
(.849)

4.07±.59 -.089
(.929)No 2.82±.47 3.56±.49 4.08±.52

Birth order
1st 2.83±.59 .041

(.959)
3.55±.54 .494

(.611)
4.10±.63 .179

(.836)2nd 2.85±.43 3.62±.45 4.05±.39
3rd 2.81±.47 3.47±.48 4.01±.57

Age of baby 
(months)

≦6a 2.87±.59
2.089
(.105)

3.57±.54
.600

(.616)
4.05±.53

1.241
(.297)

>6 ~ ≦12b 2.95±.53 3.59±.51 4.18±.53
>12 ~ ≦18c 2.66±.48 3.46±.44 3.94±.51
>18 ~ ≦24 2.76±.37 3.63±.48 4.06±.59

Weight of baby at 
birth

≦2500g 2.63±.55 .274
(.760)

2.82±.74 4.322
(.015)

3.65±.56 1.264
(.286)>2500g ~ ≦ 3999g 2.84±.52 3.59±.48 4.09±.54

>4000g 2.76±.52 3.32±.44 3.89±.27
Sex of baby Male 2.80±.54 -.531

(.596)
3.53±.55 -.595

(.553)
4.03±.58 -.670

(.504)Female 2.85±.50 3.59±.47 4.10±.51
Baby condition at 
birth

Good 3.60±.43 2.637
(.009)

3.93±.08 1.264
(.208)

4.45±.48 1.208
(.229)Poor 2.82±51 3.56±.50 4.07±.54

Current State of 
feeding

Breast-feeding 2.96±.59 2.856
(.005)

3.62±.48 1.169
(.244)

4.14±.57 1.507
(.134)No 2.71±.41 3.52±.52 4.00±.50

Appropriate 
duration of 
breast-feeding 
(months)

≦6 2.65±.48
.868

(.485)

3.42±.57
.767

(.548)

-3.90±.77
.466

(.760)
>6 ~ ≦12 2.86±.48 3.56±.51 4.09±.48
>12 ~ ≦18 2.78±.64 3.59±.48 4.11±.56
>18 ~ ≦24 3.12±.65 3.77±.36 3.99±.81
>24 2.98±.34 3.98±.02 4.26±1.04

Breast-feeding 
plan during 
pregnancy

Yes 2.83±.50 .144
(.886)

3.56±.49 -.377
(.706)

4.07±.52 -.032
(.975)No 2.81±,69 3.62±.58 4.08±.73

Table 3.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Mother-to-Infan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6호384

종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모아애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3.422, p=.001), 월수입 평균 400만 원 이
상인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4.444, p=.0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적지지 정도는 대상자의 연령이 31세∼35세인 경우에 
25세 이하보다 높고, 26세∼30세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F=4.755, p=.001),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t=-2.864, p=.005). 

3.4 모성역할적응, 모아애착 및 사회적 지지 의 상관
   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모성
역할적응은 모아애착(r=.488, p<.001), 사회적지지(r=.718, 
p<.0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
아애착은 사회적지지(r=.522, p<.0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r(p)
Mother-to-Infant

attachment
r(p)

Social 
support

r(p)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1
Mother-to-
Infant
attachment

.488
(<.001) 1

Social 
support

.718
(<.001)

.522
(<.001)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Mother-to-Infan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N=137)

3.5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

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모아애착 및 사회적 지
지와 분산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력, 수
입, 출생 시 아기상태, 현재 모유수유 유무를 포함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검정하기 전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
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자기상관에 대한 Durbin-waston
지수는 1.880으로 2에 가까워 독립적이었으며, 독립변수
들 간의 분산팽창요인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는 1.034-1.381로 10미만으로 측정되어 다중공선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Kolmogorov-Smirnov의 D=.200으로 p>.05를 만족하
여 회귀모형에 적합하였다.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적지지(β=.616), 출생 시 아기상태(β=.123) 현재 모유수
유 여부(β=.127) 및 모아애착 정도(β=.141)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55.5%이었다(F=43.487, p<.001). 
Table 5.

4. 논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

의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사
회적 지원이 모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한 Liu, Chen, Yeh, & Hsieh[2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주 양
육자를 부부공동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양육 부담이 낮고 
부모역할의 안정감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27]. 이는 자
녀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
우자의 출산휴가가 영유아 자녀를 가진 취업모의 양육스
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28, 29] 등 배우자의 지지
는 모성역할적응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되
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모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 양육과정에서 생성되는 우울 및 갈
등 등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며 긍정적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한다[30]고 보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적극적인 의사소통 하에 긍정적인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Constant -6.164 8.873 -.695(.488)
Social support .830 .091 .616 9.143(<.001)
Baby condition at birth 15.392 7.258 .123 2.121(.036)
Current State of feeding 4.632 2.128 .127 2.177(.031)
Mother-to-Infant Attachment .197 .094 .141 2.095(.038)

F=43.487(<.001), adj.R2=.555, VIF=1.034~1.381, Durbin-Watson=1.880
Baby condition at birth, ‘good’=1, Current State of feeding, ‘breast-feeding’=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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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역할을 획득하고 적응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취업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를 측정한 송미혜, 송연숙과 김영주[31]의 연구에서 대졸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고졸 학력을 가진 어머니보다 사
회적 지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Shrooti 등[32] 또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와 함
께 모성역할역량의 관련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모성역할적응이 비단 개인의 인격체의 변화를 포함
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성이 처한 다양한 개인적, 사회환
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
므로 사회적 지지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지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
은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인이 가족, 사회
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모성역할적응을 이루
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출생 
시 아기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요인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체중 출
생아의 발생율이 높은 국내 현 상황에서[33] 출생 당시 
신생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모성이 자신의 역할
을 획득해나가는 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모성역할
적응을 위해서는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
신 전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모든 임신 기간 동안 모체와 
아기의 안녕을 위한 산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
와야 하겠다. 특별히 취업모의 경우에는 임신 중 건강관
리를 위한 직장 내 시간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임부 스스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자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출산 이후 
아기의 건강상태에 따라 지역사회 내의 지지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기관과의 연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현재 
모유수유 여부로 나타나 아기에게 수유하기, 안기, 목욕
하기 등의 모성역할 획득을 통해 모성역할적응이 이루어
짐을 설명한 선행연구[34]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임신 
전 기간 동안과 출산 이후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아기
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이 모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으로 나타나, 모아애착이 모
성역할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설명한 

Sherestha, Adachi, Petrini와 Sherestha의 연구[35]
결과와 일치하였다. 

모성역할 및 영아발달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연구[18]에
서 모성 역할에 대한 적응의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성 역할에 
대한 적응과 모아애착, 영아의 사회성 발달 등 영아 발달
의 일부 측면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취업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36] 결과 고용 자체가 모아관계를 향상시키
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역할, 즉 취
업모와 모성역할의 긍정적인 파트너십은 엄마와 영아 사
이의 안정적인 애착과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모
성역할에 긍정적으로 적응한 엄마는 아기의 요구에 민감
하게 반응하고 영아발달을 촉진하는 육아 능력을 가지며
[12], 모성역할 적응은 곧 여러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균
형 잡한 성취로 이어진다[35]. 모아애착은 이러한 모성역
할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영아의 발달적 측면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아 양육에 대해서
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취업모의 모아애착 정도는 연령, 
학력, 월수입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소득과 같은 모성의 인구
학적 특성이 모아애착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연구[37]
와 일치한다. 모성의 연령이 어린 경우 모아애착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37], 교육수준이 높고[3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가 높은[17, 38]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모아
애착 정도를 평가하고 증진을 위한 중재를 제공함에 있
어 모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모아애착정도는 출생시 아기가 저체중이나 과체중의 경
우에 다소 낮았는데, 이는 산모와 태와의 복합적으로 상
호작용한 결과로 여겨지며 추후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
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산전과 산후 모든 과정에 걸쳐 
긍정적 모아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직장, 지역사
회의 적극적인 돌봄과 지지가 요구되며, 적절한 모성역할
을 획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시기별 맞춤 
중재가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직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일과 가정 양립과 미래세대 양성에 있
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임
신과 출산은 초저출산 국가인 한국에서 더 이상 모성 개
인, 부부, 가족 등의 일차적 개인의 과제가 아닌 직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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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에 모아애착 및 사회

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개인적, 정서적, 사회
적 지지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성역할적응에 사회적지
지, 출생 시 아기의 건강상태, 현재 모유수유 여부 및 태
아애착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모성
역할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임신과 출산을 가족과 사회의 공동과업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지지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있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신 
준비 과정에서 임신 전 기간 및 출산, 양육의 모든 과정
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중심의 관리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직장 내의 긍정적 지지체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 변화 또한 빠르게 완
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모성역할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
분하여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산후 직장 복귀 시
기별 모성역할적응 정도와 배우자, 가족 및 사회적 차원
의 지지가 모성역할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
해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취업모의 모성역할적응을 향
상하기 위한 중재연구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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