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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라  커 니티는 원들  견  공 하고 감정  류하는 다. 는 업 나 브랜드  마  

도 도 적극 용 고 다. 에 라 마  야에  라  커 니티에 한 연 가 히 진행 고 나 

비 리 라  커 니티를 규 한 연 는 드 고 특히 라  커 니티를 통해 는 사 본  원  특

에 라 달라짐  본 연 는 거  없다. 본 연 는 지역 아여  상  한 라  커 니티 상에  실

험  통해 라  커 니티 동에 한 몰  라  커 니티  만족에 향  미 다는 것  검 하 다. 그리

고 러한 상  사 본  통해 매개  다.  , 비취업  경우 연결적, 결 적 사 본   

지만, 취업  경우 연결적 사 본만  보 다. 본 연 는 특정 야에 만 많  사용 는 아여

라는 특징  라  커 니티  합하여 연  수  제시하 고, 를 탕  실 적 시사점  제공하 다.

주제어 : 라  커 니티, 몰 , 만족, 사 본, 취업 , 비취업

Abstract An online community serves as a communication hub among members who desire to share their 

opinions and emotions. Thus, it is often utilized as a corporate or brand marketing tool. While focusing on 

commercial online communities from the marketing perspective, however, researchers have barely discussed 

non-commercial online communities despite its popular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flow on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the non-commercial online community as well as the role of social capital as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flow and satisfaction. The result also included the differences between employed 

mothers and non-employed mothers. This study has expanded the research scope of online communities and 

offer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interdisciplinary discussion that involves one of the 

understudied populations,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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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1]. 사람들은

오 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 계를 맺은 사람들과 정보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교

류한다[2, 3, 4]. 특히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의증가로보

다 편리한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해졌다[5, 6, 7].

일반 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 심사 등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공감 를

이 유 계를 형성하게 되며, 그들 사이의 계가 강

화되기 마련이다. 한 오 라인과 비교할 때 온라인 커

뮤니티에서는 더 자주 지속 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

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 라인상에서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게 되며, 정서 인 친 감도 느낄 수

있는 계로 발 하는 경우가 많다[8]. 이 과정에서 온라

인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

러한 상을 몰입(flow)이라 한다. 몰입은 곧 정 인

반응으로 이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 구성원들은 높

은 만족감을 갖게 된다[9].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성원들의 유사성이나 개

인 심사 등을 기반으로 자생 으로 형성된 비 리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지만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이나 랜드를 한 마 수단으로

써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이루어져 왔다[10, 11].

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성화 되어있는 비 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행동에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재는 온라인에서의 상호교류가 오 라인에서의

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체하는 시 이다[12]. 사람들

은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한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게 되며, 이러한 사람들 간의 계가 사회자본

(Social Capital)의 근간이 된다[13, 14]. 최근 온라인 커뮤

니티와 사회자본과의 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15, 16].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연령에 따라 사회자본

형성이 달라짐을 밝힌 연구도 있다[17].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사회자본의

달라지거나 그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생활육아커뮤니티인 송 맘카페를 상으로 온라인 커

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개

인의 특성(취업모 vs. 비취업모)에 따라 사회자본의 형성

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적 경

2.1 라  커 니티에  몰 과 만족

몰입은 1975년 Csiksentmihalyi(1975)에 의해 처음 소

개된 개념이다. 몰입은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하며 깊이

몰두하여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이 가는

도 모르는 것으로 사람이 느끼는 최 의 심리상태를 이

야기한다[18]. 궁극 으로는 활동과 자신이 일체화 되어

행동자체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상을 비유

으로 일컫는 것이다[18]. 이러한 느낌을 지각한 사람은

몰입한 활동에 한 성과가 높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

낀다[19]. 몰입은 심리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 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20, 21, 22, 23, 24].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나의 사회 집단이다. 사회정체

성 이론에 의하면, 집단에 해 몰입은 집단의 속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온라인 커뮤니

티에 한 몰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정 인 태

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족과 지속 이용의도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25].

2.2 사 본

사회자본은 사회집단 내에서 구성원간의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Hanifan(1916)의해 소개 된 사회자본은

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

는 사회자본을 연결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로 구분하는

Putnam(2001)의 분류방법을 따르고자 한다[27]. 연결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집단을 넘어서는 연결망으로 약

한 유 를 의미한다[26]. 반면, 결속 사회자본은 일반

으로 유사한 사람간의 연결망을 일컬으며, 강한 유 를

의미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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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은 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사회

자본의 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게임, 구매, 검색 등과 다르

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존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사회자본이 형성될 것으로

측된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개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결 사회자본이 형성됨을 보여주

고 있다[29]. 하지만 강한 결속을 지닌 개인들의 계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결속 사회자본[29, 30]이 온라인 커

뮤니티 활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는 부

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형성에 있어서의 차이

가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이환수, 이나리(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사회자본 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하 으며

[31], 그 결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을 통해사회자본을 더 많이 형성함을 밝혔다. 즉, 몇몇

의 연구에서 이미 이용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

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연결 사회자본과 결속 사회자본이 매개가 되어 온라

인 커뮤니티에 한 만족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32].

2.3 취업  비취업

사회는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 아내, 주부의 역할과 함께 직장인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3]. 이로 인해 취업모

(employed mother)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모를 상으로 한 연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와 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33]. 특히 취업모와

비취업모(non-employed mother)의 양육스트 스를 비

교하고 그 원인 변수를 찾는 연구들도 있다[34, 35]. 하지

만 여 히 부분의 연구들은 취업모를 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징이나 성향, 취업모의 아동 기질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양육스트 스는 비단 취업모에게만 한정된 것

은 아니다. 과거 확 가족의 형태에서는 어머니로부터

직 인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27], 재는

그 지 않은 경우들이 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육아여

성들은 거주지역을 심으로 자생 으로 형성되어 있는

육아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아이를 키우는 방법, 육아에

한 궁 증 에 해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Samuel(2001)은 스트 스 상황을 벗어나기 한

육아여성들에게 온라인 환경은 “생명 그 이상, 명

(more than an lifeline; it is a revolution)이라고 설명했

다[36]. 육아커뮤니티는 육아여성들이 사회 고립을 벗

어날 수 있는 요한 지지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37,

38]. 온라인 커뮤니티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육아라는 주제를 심으로 계를 형성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온·오 라인 상에서 맺는 계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도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서로 다른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결속 사회자본은 연결 사회자본과 다르게

유사한 사람간의 연결망 속에서 발생한다[28]. 따라서 취

업모의 경우 직장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결속 사회자

본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집단을 넘어서

는 사람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연결

사회자본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반

면 이환수, 이나리(2014)의 연구에서 나이가 많은 고령층

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할 경우 형성되는 사회 자

본의 크기가 커짐을 밝혔다. 고령층의 경우 자연스럽게

오 라인을 통한 사회 교류가 어들고 이것이 사회자

본 형성 감소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온라인 활동을 통

해 오히려 사회자본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취업

모의 경우 연결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결속 사회자

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 게 형성

된 사회자본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3. 가

기존 이론들과 련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온라

인 커뮤니티를 통한 몰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만

족으로 이어지며, 이 계는 사회자본이 매개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은 취업모와 비

취업모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취업모의



라  커 니티에  몰  만족에 미 는 향에 한 연 : 사 본  매개 과를 심

17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171-179

경우 직장이라는 오 라인 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사회자본 형성을 통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측하 다.

하지만 비취업모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연결

사회자본 뿐 아니라 강한 결속을 기반으로 하는 결속

사회자본도 형성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가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1. 비취업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H2. 비취업모의 경우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

입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결 , 결속 사회

자본 모두가 매개할 것이다.

H3. 취업모의 온라인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은 온

라인커뮤니티의만족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H4. 취업모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

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결 사회자본이 매개

할 것이다.

4. 실험

4.1 피험   실험 절차

실험은 서울특별시 송 구에 거주하고 있는 육아여성

들이 정보공유 친목도모를 목 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송 맘카페1)의 회원들을 상으로 진행되었

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피험자들을 상

으로 송 맘카페에 한 몰입도가 송 맘카페의 만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트릭스(qualtrics)를 활용

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227명의 피험자가 실

험에 참가하 다. 피험자는 27~48세의 육아여성들이었으

며(평균 35.72세), 이 육아만 담하고 있는 비취업모

가 132명(58.15%),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취업모가

95명(41.85%)이었다.

본 실험을 하여 카페 매니 에게 양해를 구하고 송

맘카페 게시 에 온라인 조사의 링크를 게시하 고 실

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 다. 먼 종속변수인 온

라인 커뮤니티에 한 만족(이하 ‘만족’)은 ‘나는 송 맘

1) http://cafe.naver.com/songpamom

카페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1= 그 지 않다

vs. 7=매우 그 다)’의 한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32].

송 맘카페 활동에 한 몰입(이하 ‘몰입’)을 측정하기

하여 박철호·김성수(2011)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바

탕으로 ‘나는 송 맘 카페 활동을 하면 마음이 즐겁다’,

‘나는 송 맘카페 활동에 집 한다’, ‘나는 송 맘카페 활

동에 푹 빠져 있다’, ‘송 맘카페에 속해 있는 시간 동

안에는 모바일( 는 PC) 밖의 상황은 잠시 잊는다’, ‘송

맘카페에 속해있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 가는 모른

다’의 5개 문항을 사용하 다(α = 0.903)[39]. 매개변수인

사회자본은 Williams(2006)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결

, 결속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척도 본

연구에 합한 척도를 선택하 다. 연결 사회자본은

‘송 맘카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

문 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사회의 요

한 이슈들을 알 수 있다’, ‘사회문제에 한 다양한 해석

과 시각을 한다’, ‘다양한 생활 방식을 할 수 있다’ 등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 다(α = 0.896)[29]. 결속 사회

자본은 ‘송 맘들 에는 나의 개인 인 문제에 해 편

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지내는 사람들이 있

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매우 요한 결정을 할 때조언을 구할 수있

는 사람들이 있다’ 등 5가지 문항으로 측정하 다(α =

0.923). 모든 문항은 7 척도로 측정하 다(1= 그

지 않다 vs. 7=매우 그 다).

4.2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이 온라인 커뮤니

티 만족에 미치는 향과 연결 , 결속 사회자본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Preacher and Hayes(2008)가

보 한 PROCESS model no.4를 사용하 다[40]. 이 방법

은 변수들 간의 직 효과와 매개효과를 별도의 추가과정

없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붓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한다[41]. 이는 기존의 Baron and

Kenny(1986)의 방법이나 Sobel Test의 문제 을 보완하

고 있으며[42], 여러 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

이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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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가  1과 가  2  검  

비취업모의 경우 독립변수인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한 결과 F값이 31.5057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합성이 확보되었다. 독립변

수인 몰입의 표 화된 베타계수(0.2735)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그리고 붓스트래핑 추정치로 95%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은 0.1449, 최 계수값

(ULCI)은 0.4020이므로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변수 간 계의 유의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

다<Table 1>. 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
β SD t p LLCI ULCI

Constant 2.1687 0.3870 3.6035 0.0000 1.4029 2.9345

Flow 0.2735 0.0650 4.2081 0.0000 0.1449 0.4020

Regression Model Test ; R=0.6517 R2=0.4248 F=31.5057(p=0.000)

<Table 1>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atisfaction

(Non-Employed Mothers)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향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한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과정에서

붓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수는 1,000개 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 효과(indirect effect) 계수의 하

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 다. 분석 결과 몰입과 만족간

의 계에서 연결 사회자본과 결속 사회자본을 매개

변수로 투입한 경우 결속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계수

LLCI(-0.1068)과 ULCI(-0.0031)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

지 않기때문에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한 비취업모의 경우 연결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역시

LLCI(-0.1036)과 ULCI(0.3085)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연결 사회자본 역시 비취업모의 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에 있어 몰입이 온라인 커뮤니티 만족에 미치

는 향은 연결 사회자본에 의한 매개효과도 유의했다.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2>.

Mediating

Variable

Indirect

Effect
SD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Bridging Social Capital 0.1794 0.0476 0.1036 0.3085

Bonding Social Capital -0.0424 0.0254 -0.1068 -0.0031

<Table 2> Mediation Analysis Results

(Non-Employed Mothers)

4.2.2 가  3과 가  4  검

다음은 취업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온라인 커

뮤니티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 그 결

과 F값이 35.0792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합성이 확보되었다. 몰입이 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 회귀계수는 0.3250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p<0.0001). 그리고 붓스트래핑 추정치로 신뢰구

간 내의 LLCI(0.1820)와 ULCI(0.5989)의 사이에 0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변수 간 계의 유의성이 재차 확인되

었다. 이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Table 3>.

Independent

Variable
β SD t p LLCI ULCI

Constant 2.4075 0.3920 6.1413 0.0000 1.6288 3.1862

Flow 0.3250 0.0720 4.5140 0.0000 0.1820 0.4680

Regression Model Test ; R=0.7323 R2=0.5363 F=35.0792(p=0.000)

<Table 3>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Satisfaction

(Employed Mothers)

취업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몰입과 만족의

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통계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취업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 한 몰입과 만족의 계에서 연결 사회자본과 결

속 사회자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경우 연결 사회자

본의 매개효과 계수 LLCI는 0.0877이고 ULCI은 0.2924

이므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연결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통계 유의성이 확보

되었다. 반면, 결속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계수 LLCI는

–0.0331, ULCI은 0.0618이므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결속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검증되었다<Table 4>.

Mediating

Variable

Indirect

Effect
SD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Bridging Social Capital 0.1710 0.0515 0.0877 0.2924

Bonding Social Capital 0.0126 0.0234 -0.0331 0.0618

<Table 4> Mediation Analysis Results

(Employed Mothers)

5. 결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이



라  커 니티에  몰  만족에 미 는 향에 한 연 : 사 본  매개 과를 심

17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171-179

온라인 커뮤니티 만족에 향을 미치며, 육아여성의 취

업여부에 따라 몰입과 만족의 계에 매개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송 맘카페 회원들

을 상으로 수집한 실증 자료를분석하 다. 그 결과, 첫

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둘째, 연결 사회자본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

두에게서 형성되고, 셋째, 비취업모의 경우 강한 네트워

크상에서만 발생하는 결속 사회자본도 형성됨을 규명

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실무 시사 을 제

시한다. 이론 에서 첫째, 본 연구는 마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온라인 커뮤니티 개념을

비 리 목 으로 형성된 온라인 생활육아커뮤니티에

목시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몰입, 사회자본 형

성, 만족을 실증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련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그동안

한 연구에서 동시에 다루어진 이 드물었던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상으로 사람들 간의 계 네트워크에서 형

성되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함께 논의하여 융합연구

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실무 에서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자

녀를 양육하는 것은 스트 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스트

스는 일상 이고 다차원 이다[44]. 매일 반복하고 경

험하면서 그 강도가 되는 스트 스는 부모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향을 미쳐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정도로 치명 이다[44, 45]. 실제

많은 육아여성들은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한 방법의 일

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46]. 본 연구는 온

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한 몰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만족을 높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사회자본의 형성은

생활에 정 변화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시사 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취업모와

련된 기존연구들을 보면, 어머니의 특성과 련된 연

구들이 많지만, 취업모의 양육스트 스는 어머니와 자녀

의 상호작용효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징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47], 여아를 둔 취업모일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다[48]. 따라서 향후에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의 조사는 송 맘카페의 조를 얻어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 맘카페에 한 참여도가

높은 회원들이 조사에 참여하 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자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지

역 육아여성을 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더불어 오 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정도에 따른 연

구가 추가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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