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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이를 위해 8차년도 한
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으며, 868명의 경력단절여성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상호작용(β=-.184), 부부갈등(β
=.427), 사회적지지(β=-.096)이며 32.3%의 설명력을 보 고, 부부갈등의 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양립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
을 제언하 다. 

주제어 : 경력단절여성, 자녀상호작용, 사회적지지,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on the career-interrupted women’s parenting stres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The data of 8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as used for this, and it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ata of 868 career-interrupted wome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career-interrupted women’s parenting stress are the child interaction,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and it showed 32.3% of explanatory power and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was the highest. It was also found that marital conflicts were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 with the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their parenting stress in view of supporting the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of labor market in the era of work-family balance. 

Key Words :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Child interaction,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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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가정 균형을 논

의하고 있지만,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전업
주부의 길을 가는 경력단절여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현실은 일·가정 갈등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81만명에 이르며, 이는 15~54세 기혼여성의 20%에 해
당할 만큼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들 경력단
절여성들은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마친 후에 다시 노동
시장에 복귀할 계획을 가지나 이들의 고용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2].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
서 스스로의 취업 장벽을 만들게 되므로 자녀 양육단계
에서 취업 저해 요인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고용을 촉진
하는 선결과제일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있어
서 자녀 양육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
레스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 포기나 하향취업에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광범
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나[4,5],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경력이 단절된 초기
단계에 심하다가 점차 기울기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6]. 그런데 경력단절 초기단계에 양육스
트레스가 높은 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형성으로 경력
포기 뿐만 아니라 향후 출산포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7].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
까지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스트
레스의 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자녀요
인인 자녀상호작용과 부부요인의 부부갈등, 그리고 환경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꼽는다[8]. 자녀상호작용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히 초기 단계에 육아가 익숙하지 않
아 즉각적인 반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9]. 부부갈등 
또한 경력단절을 전후로 국면의 전환을 맞는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1인 생
계부양자가 되었을 때 남성은 도구적 존재로서 노동의 

극대화에 주력하며 여성은 아이 돌봄이 강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10]. 경력단절여성들은 이른바 독박육아
를 떠맡게 되고, 부부관계에서 이전과 다른 힘과 역할의 
불균형으로 부부갈등이 일어난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
기면 어머니는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되며 정서적
으로 지친 나머지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
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11]. 이는 첫째 아이가 태
어난 후에 결혼생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계에 걸쳐 
있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또한 변화한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돌봄에 필요한 사회자본의 동원 수준에 의해, 비취업
모는 사회 자본의 접근 수준에 의해 양육스트레스가 좌
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의 사회관계망이 직장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연스러
운 이동이 이뤄지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들이 자녀상호작용과 이를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마련의 과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부
갈등은 이들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중대한 역학 작
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단
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향요인 및 부부갈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인과관계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에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반으로 예방 및 경감 대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

지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
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
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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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경력단절여성의 정의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규

정된다. 통계청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보
다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통계청의 의하면 경력단절여성
은 15세이상 54세이하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
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라 
정의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하
면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같은 가
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 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명시한다. 이처럼 정책근거가 되는 법적 정의에
서는 가족돌봄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 거나 취업 
경험이 없는 자까지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경력단절여성
의 육아를 다룬 연구들은 결혼이나 임신·출산 등의 생애
사건과 육아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으
로 국한하고 있다[14].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피고 있는 본 연구는 임신·출산,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두어 비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협의의 
개념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정의한다. 

2.2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 스트레스
    의 관계

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한 명제이다[15]. 어머니와 
자녀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그에 따른 자녀의 
반응,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교류적 행동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아상호작용 또는 모자의 상호작용이라고 지칭
된다[16]. 어머니는 자녀와 상호교류 과정에서 자극, 강
화, 반응을 일으켜 자녀의 경험을 확장시켜주고, 자녀의 
능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지적, 사회
적 발달을 이끌어 준다[16,17]. Bowlby에 의하면, ·유
아기의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대개 이후의 생애주
기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자녀의 대인관계 
방식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18]. 즉 어머니와 지
지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졌던 아동은 자신감이 
있으며, 문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긍정적인 대처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어머
니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는 예단과 달리 자녀가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상호작용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
냐에 따라 ‘어머니주도형 상호작용’과 ‘아동주도형 상호
작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머니주도형 상호작용’은 20
가지 행동(긍정적 정서 나타내기, 애정표현하기, 모델보
이기, 촉진하기, 지지하기, 달래주기, 호기심 충족시키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주의 환기하기, 비계설정하기, 
함께 구성하기 및 참여하기, 도움주기, 언어로 설명하기, 
제안하기, 질문하기, 지시하기, 규칙 및 습관들이기, 갈등
해결하기, 성취감 주기, 피드백주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을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주도형 상호작용’은 9가지 행
동(긍정적 정서 나타내기, 애정표현하기, 인정하기, 민감
하게 대처하기, 함께 구성하기 및 참여하기, 호기심 충족
시키기, 비계설정하기, 도움주기, 피드백주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경우가 해당된다[8]. 

대체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자녀 대상의 성격
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 어머니 
대상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 다. 자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
므로 자녀의 인성 발달을 위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관리
가 필요함을 역설하 다[19]. 그러나 최근에는 어머니 대
상의 연구로 옮겨 오면서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양육스트
레스를 비교하거나 양육스트레스의 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취업모와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높은지에 대해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
민감성을 떨어뜨려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어렵다
는 결과를 주장하는가 하면[9], 이와 반대로 민감하고 반
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리양육자에 의해 돌봄이 이루
어진다면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자녀 간 긍정적인 정
서 관계를 저해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후
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20]. 또한 
자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주로 
독립변수로 다뤄졌던 것에 반해 어머니 대상의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종속변수로 다뤄졌다. 이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의 인지적 측
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의 향요인
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게 되었다[21]. 걸음마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아 상호작용은 양육 민감성,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며
[22,23], 부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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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자녀상호작용과 양육 스트레스는 상호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2.3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양육분담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의해 비중이 달라지

며 육아 부담으로 인한 부부 간의 갈등은 양육스트레스
를 초래한다. 어머니의 아이 돌봄인 모성은 남성의 노동
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강요되었다는 필립 
아리에스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 자녀 양육은 즐거움과 
동시에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10]. 일례
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가 된 후 자신의 역
할 비중에 대해 여성의 경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
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51.8%, 27.2%, 
20.7%로 두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아
버지로서의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32.7%, 35.9%, 31.5%로 응답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여성은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남성은 역할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5]. 또한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이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보다 적응하기가 더 어
려움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급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과 직장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다가 출산 
직전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11].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내보다 남편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위해 남성이 직장생활을  하
고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하거나 직장
을 그만두면서 경력단절여성이 된다[27]. 

경력단절여성은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고 대인적으로는 취업 주부에 대해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는 부정적 자아를 겪게 된다[27]. 
게다가 부부관계에서 양육분담의 평형이 깨어지고 독박
육아의 현실에 처하게 되면서 부부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부부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및 특성
을 지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갈등을 말한다
[28]. 부부갈등은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장생
활 전후 달라진 남편의 양육행동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
려워한다.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직접적
인 향을 미치거나[28-30]. 부부갈등과 우울 간에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어머
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아의 정서적 기질이 어머
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 간접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또한 아버지의 
자녀가치 또는 양육참여가 매개로 하여 부부갈등이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부부관계의 
질도 낮아지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5].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의 분석 결과, 이 두 변인은 직, 간접적인 인과관계로 확
인되었으며, 그러나 부부갈등만을 유일한 매개변수로 살
피는 연구는 드물었다.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에서 비취업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 역할에 따른 부부관
계의 상당한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자녀양육과 양육스
트레스 사이에서 부부갈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면밀
히 살펴보고자 한다.  

2.4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개인은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망과 교사, 상담가 등의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
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살아간다
[32]. 주요 사회적 관계망들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기 때문이며, 개인에
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사회적 지지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양하
게 정의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는 소속된 상호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 느끼는 보살핌과 애정, 존경과 존중, 자신
의 가치 인정 등을 의미한다[33]. 또한 사회적 지지는 구
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되는데[34]. 구조적 측
면이란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망성
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효한 관계망의 크기, 밀도, 
빈도, 관계의 혼합된 정도, 상호 호혜성, 기간, 동질성, 친
족과 비친족계의 상대적 비율, 관계의 방향, 구성원 사이
의 지리적 거리 등의 객관적이고 양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이란  ‘질적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를 포함한다[35].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인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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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동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면서 부정적인 효
과는 완화하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향요인이나 
매개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36,37].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회적 지
지를 받을 경우 심리 상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 다[38].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대상 비
교에서는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에서 취업모의 경우 소속 지원이, 비취업모의 경
우 타인 지원이 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4]. 이러
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어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 그리고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며, 부
부갈등이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수립하 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1.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경력단절여성의 부부갈등은 자녀상호작용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동의 양육과 발달변

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국아동
패널(Pane Study on Korean Children, PSKD) 데이
터를 활용하 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에 1차년도 조
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실시된 8
차년도 패널을 활용하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자
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지지, 양육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한 최근 차수이기 때문에 선택하 다. 분석대상인 경
력단절여성은 8차년도 응답자 중 과거에는 취업  중 또
는 학업 중이었으나 현재는 미취업자라고 응답한 사례자
의 데이터 값을 취하 다.

3.3 연구도구 
3.3.1 자녀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이용된 자녀상호작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에게 ‘이야기 해주
기’, ‘함께 노래 부르기’, ‘집안일 함께 하기’, ‘함께 퍼즐 게임
하기’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상호작용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자녀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0이었다. 

3.3.2 부부갈등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이용된 부부갈등은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
로움을 느낀다’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7이었다. 

3.3.3 사회적 지지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활용된 사회적 지지는 ‘항

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가나 휴가때 같이 놀러간다’ 
등의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 사
회적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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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umber percentage

age
(n=868)

20~29
30~39
over 40

11
576
281

1.3
66.4
32.4

education
(n=868)

under highschool
college
over university

286
238
344

32.9
27.4
39.6

income
(n=868)

under 2,000
2,010~3,000
over 3,010(thous.)

62
207
599

7.1
23.8
69.0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3.3.4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8차 조사에서 활용된 양육스트레스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의 총 11개 
문항으로, 부모역할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 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0이었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 알파계수 산출, 
상관분석을 통한 변수 간 관계 측정, 회귀분석을 통한 양
육스트레스의 향 변인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제8차 한국아동패널 전체 조사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총 868명이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연령 별로는 30대 576명(66.4%), 40대이상 281명
(32.4%), 20대 11명(1.8%) 순으로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4년제대졸이상 344명(39.6%), 
고졸이하 286명(32.9%), 전문대졸 238명(27.4) 순으로 4
년제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포를 보 다. 가구소
득의 경우 연기준 3천만원 초과 599명(69%), 2천만원~3
천만원 207명(28.8%), 2천만원 미만 62명(7.1%)를 보여 3
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가구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변수간 상관관계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로 양육스트레스,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순으로 나타났
다. 표준편차도 0.78이 가장 높았고, 0.68, 0.63, 0.48 순
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22~.468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 변인들 간에 .80 이상의 높은 상관
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1 2 3 4

1.child interaction 1

2.marital conflict -.133** 1

3.social  support .122** -.165* 1

4.parenting stress -.255** .468** -.187* 1

Mean 2.20 2.04 3.81 2.42

Standard deviation 0.48 0.78 0.63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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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 소득을 통제

변인으로 하고,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향을 미치는지를, 또
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회귀분석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최소가 .960, 분산 팽창요인 값이 최대가 1.04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자녀상호작용은 β=-.161로 부적으로 유의하 으며, 가
설1은 지지받은 것으로 검증되었다(t=-5.483, p<.001). 
즉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β=.388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쳤는데, 가설2 또한 지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13.067, p<.001).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β=-.097으로 부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미쳐 가설3 또
한 지지받았다(t=-3.294, p<.01).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19

step variables SE β t R2
(adj. R2)

1 marital .036 .468 15.396 .219

Table 4. Mediation Analysi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step

conflict
→

parenting 
stress

(.218)

2
step

child 
interaction

→
parenting 

stress

.052 -.255 -7.683 .065
(.064)

3
step

child 
interaction

→
parenting 

stress

.047 -.194 -6.471

.256
(.254)marital

conflict
→

parenting 
stress

.036 .442 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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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
아지고,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32.3%로 나타났다. 

Variable Β SE β t
R2

(adj. 
R2)

age
education

health
income

-.154
-.626
-1.96
-.001

.057

.246

.284

.001

-.078
-.076
-.203
-.026

-2.688**

-2.539*

-6.914***

-.876

.323
(.317)

child 
interaction -.254 .046 -.161 -5.483***

marital conflict .466 .036 .388 13.067***

social support -.089 .027 -.097 -3.294**

(Constant) 44.98 3.18 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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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arenting 
Stress

4.4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부부갈
    등의 매개효과

Table 4에 따르면, 독립변인인 부부갈등은 1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 고(β
= .468, p<.001), 2단계인 자녀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하 다(β= -.255, p<.001). 3단계
에서 자녀상호작용과 부부갈등을 동시에 회귀모형에 투
입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한 결과, 매개변인인 부부갈등
이 종속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1단계에 비
해서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 .442, p<.001),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게에서 부부갈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참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의 관
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3.22, p<.001). 따라서 가설4의 경우도 지지받았다.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Child interaction

β =-.045*** β =.442***

β =-.194***

Fig. 2.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between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기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
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자녀관련 변인, 배우자관련 변인, 환경관련 변인 중 각
각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를 주요한 예측
변인으로 선정하여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분석하 다. 더 
나아가 가장 향력이 높았던 부부갈등의 매개역할을 규
명하 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와 이에 
관하여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육아정책연구기관에서 운 하는 8차 육아
패널에 반 된 경력단절여성의 현황은 30대가 66.4%로 
가장 많고, 4년제 대졸이상이 39.6%이었으며,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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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기준 3천만원 초과가 69%에 해당되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 으
며,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 다. 즉 경력단절
여성의 자녀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적지지가 높
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 으며, 반면에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는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
연구[22]와 동일한 결과를,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늘 다룬 선행연구[36,37]와 동일한 결과를,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28,29,30]와 동일한 결과
를 보여줌으로써 이들 변수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증하 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자녀상호작용(β=-.184, p<.001), 부부갈등(β=.427, 
p<.001), 사회적지지(β=-.096, p<.01)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건강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할 경
우 32.3%의 설명력을 보 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
레스 인과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다
르게 부부갈등이 가장 큰 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밝혔
고, 이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대상적인 특성에서 기인하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 인과관계 분석결

과를 통해서 부부갈등의 향력이 매우 큼을 인식하고 
이들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역할을 분석하 더니, 부부갈
등은 경력단절여성의 자녀상호작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점
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의 지위가 직장여성에서 전업주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서 남편의 육아참여 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오는 
기대수준과 현실의 불일치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향
후 질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경력
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자녀상호작용, 부부갈등, 사
회적 지지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자녀상호작용과 관련된 양육능력 향상, 부부갈
등과 관련된 바람직한 부부관계 형성, 사회적 지지와 관
련된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

한 과제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들의 양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 본인의 양육행동과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그동안 자녀와 충분한 시
간을 갖지 못했다는 데서 기인한 자책과 미안함으로 자
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가 많은데, 자녀의 행동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
절한 반응체계를 가짐으로써 일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육아정보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경력
단절 이후에 오히려 더 중요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부부의 역할이 1인 생계가구 모델로 역행함으로써 여성
의 독박육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점차 상호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부부갈등을 초
래한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아버지 참여를 유도할 다양
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운 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육아지원 체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의도했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
하면서 경력회복을 방해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상별 특성과 복귀 준비단계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와 자
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이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양육스트레스의 연구주제는 상당히 많은 연
구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경력단절여성에 초점
을 둔 양육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
적인 양육스트레스의 향요인이 경력단절여성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특징
을 도출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인데, 본 연구는 경력단
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 중에서 다른 변
인보다 특히 부부갈등의 향력이 지대함을 밝혀내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후속연구로 양육스트레스
가 노동시장재진입과 향후 출산의향과 어떠한 관련을 가
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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