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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
Types of work-parenting balance perception of mothers and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김연하(Kim, Yeon Ha)*

◈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의 수준
에 따라 어머니들을 유형화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온정/통제), 모-자
녀 상호작용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자료 중에서 취업중이면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설문
에 응답한 어머니 6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갈등 및 이점 지각을 중심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다. 어머니의 지각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의 차이
는 공변량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결과: 어머니들은 ‘갈등 우세’, ‘모두 높음’, ‘모두 낮음’, ‘이점 우세’ 집단으로 유형
화 되었다. 이점 우세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 빈번한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고하였다. 갈등 우세형
어머니들은 다른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낮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 낮은 빈도의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고하였다.
결론: 어머니의 일-가정 혹은 일-양육 양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이점을 분
리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갈등과 이점이 만나고 있는 타협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취업모와 자녀에게 가장 바람직한 일-양육 양립의 타협점은 무엇인가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일-양육 양립 권리,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yeonhakim@khu.ac.kr)

628 아동과 권리 23(4)

Ⅰ . 서론
개인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의해 다른 쪽이 희생되지 않고 균형
을 이루는 것을 일-가정 양립이라고 한다.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남성의 가사
분담 및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관심은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
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장소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근로자가 일을 병행하면서 자녀 양육, 가족 간호 및 돌봄 등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 및 돌봄 제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유무급 휴가 및 휴직을 가능케 해주는 휴직 및 휴가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제도의 주요 기능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시간의 부족, 체력적 한계,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일-양육 양립이란 일-가정 양립보다는 조금 더 양육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개념으
로,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 직장에서의 역할 및 책임과 부모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병행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Marshall과 Barnett (1993)은 부모로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희소성 가설(scarcity hypothesis)과 확장 가설
(expansion hypothesi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희소성 가설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시간의 부족, 에너지의 부족, 책임감에 대한 부
담 등이 두 역할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가설이다. 일과 양육을 양립하는 어
머니가 경험하는 퇴근 후에 시작되는 가사 및 양육에서 오는 체력적 한계, 근무시간으로
인한 자녀와 지내는 시간의 부족, 업무 책임감과 자녀양육 책임감의 이중적 스트레스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확장 가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는 성취감, 사회
적 인정, 자존감의 확대 등의 보상이 갈등과 희생을 상쇄할 수 있다는 양립의 이점을 강조
한다. 일에서 얻는 어머니의 사회적 성취감, 경제적 혜택, 자녀에게 좋은 사회적 역할모델
이 되는 것 등은 확장 가설에 입각한 일-양육 양립 이점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일-양육의 양립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사회규범상 주 양육자로 간주
되어온 어머니에게 있어 일-양육 양립에 대한 생각, 판단, 지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과연 나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지 혹은 해
가 되는 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부모의 인지적, 심리적 판단은 부모의 행동을 예측하고
나아가 아동의 발달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Sigel, Lisi, & Ann, 2002)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지각하는 갈등과 이점은 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태도 및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일-양육 양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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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갈등과 이점 지각이 양육관련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양육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인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의
강점 및 이점 지각과 양육에 관한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각을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을 우선 살펴보면, 박봉선과 엄명용(2016)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
산·울산 지역의 취업모 267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일-가정 역할 갈등과 양육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거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연은모와 최효식(2019)은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지각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양육 효능감, 자녀
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
두 일-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어머
니와 아버지 모두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었다. 이운경, 김민주 그리고 윤기봉(2018)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맞
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일-가정 갈등은 온정적 양육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아
버지의 일-가정 갈등은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각을 매개변수로 활용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성정혜와 김춘
경(2019)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4차, 5차, 6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 직장여성
의 가족역할 및 자녀부양 가치관과 우울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의 갈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일-가정 양립의 이점지각 보다는 갈등지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갈등 지각은 부모의 우울, 양육 효능감, 양육태도와 같은
양육관련 변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긴장이 자녀의 양육
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희소성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 부모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 지각과 자녀 양육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일-가정 양립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인 일-양육 양립에 대해 미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은 일-가족 양립과 일-양육 양립이 합쳐진 개념으로(Marshall & Barnett, 1993),
일-양육 양립 시 지각하는 갈등과 이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결정적일 수 있
다. 전통적 사회규범상 주 양육자로 간주되어온 어머니의 경우 일-양육 양립에 기인한 갈
등과 이점 지각은 일-가정, 혹인 일-가족 양립에 기인한 갈등과 이점 지각보다 자녀의 양
육에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을 일-가정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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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양립과 분리하여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역할 양립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이점에 관한 판단을 서로 분리해서 독립된 변수
로 탐색하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역할을 병행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등만
을 지각하고 이점은 지각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점만을 지각하고 갈등을 지
각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은 일정 수
준의 갈등과 이점을 동시에 지각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타협점과 균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지각을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갈등과 이점을 독립된 변인으로 분리하여 연구할 것이 아니라 집단 내 지각과 집
단 간 지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들이 인지한 일과 양육
양립 시 갈등 및 이점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들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도에 태어난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8차년도부터 어머니
의 일-가정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전환하는 발달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의 교육체계 간 전이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새로운 교육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동시에 어머니 자신도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지원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특히, 12시간 보육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종
일반과는 달리 초등학교는 오후 일찍 수업을 마치며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계획
해야 한다. 따라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중대한
변화이며, 일과 양육의 양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유-초 전환기에 일-양육 양립에서 오는 갈등과 이점을 어떻게 지각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일-양육 양립의 갈등 및 이점 지각에 따른 군집을 유형화 한 후에
군집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온정/통제), 모-자녀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
는지 공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
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 내적 변인이며(Abidin,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통제적인가
혹은 온정적인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아동발달에 관여한다(이지혜, 강민주, 2019; 최윤
희, 문혁준, 2018). 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발달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이지혜, 강민주, 2019; Bojczyk, Davis, & Rana, 2016).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일-양
육 지각에 대한 군집유형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
한 지각 유형은 앞으로 주요한 양육관련 심리적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할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군집유형의 주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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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최종학력, 어머니 주중/주말 근무시간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
다. 또한 가족 생계에 어머니 취업소득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월소득 대비 어머니의 월소득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의 수준으로 분류한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 유형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 스
트레스, 양육행동(온정/통제), 모-자녀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는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수집 사업으로서 2008년에 2,078 가구를 대상
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2015년 표본 유지율은 74.3%이다. 본 연구는 2015년 유지
되고 있는 표본 중에서 취업 중(휴직포함)이면서 일-가정 양립에 관해 응답한 어머니 694
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N = 694)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수(%)

자녀 수

M(SD)

범위

2.18(

.68)

1-6

38.05(

3.63)

26-54

어머니 주중근무시간(시간)

7.50(

2.25)

0-20

어머니 주말 근무시간(시간)

1.81(

3.33)

0-13

어머니 월 소득(만원)

185.84(117.74)

0-700

가구 월 소득(만원)

516.92(203.99)

100-2000

어머니 연령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하
졸업
졸업
졸업

170(24.5)
187(26.9)
279(40.2)
5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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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일-양육 양립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과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shall과 Barnett(1993)가
제작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가족 이
점(7문항), 일-가족 갈등(9문항), 일-양육 이점(4문항), 일-양육 갈등(6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만들어 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점 혹은 갈
등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응답한 일-양육 이점 4문항 총점과 일-양육 갈등 6문항 총점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일-양육 이점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4, 갈등은 .879이다.

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하위
요인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발췌하여
수정한 총 11문항의 도구로 측정되었다. 5점 Likert 방식으로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11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96이다.

3)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그리고 권희경(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하
여 한국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6문항)인지 혹은 통제적(6문항)인지를 묻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해 5점 Likert 방식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온정적이거나 통제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온정적 양육행동의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859, 통제적 양육행동은 .760이다.

4) 모-자녀 상호작용
모-자녀 상호작용은 미국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 (ECLS-K)
에서 부모용 인터뷰 자료로 사용한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
(HEQ)의 일부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이 사용 허가를 취득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
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관한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각 문항에 제시된 상호작용(예: 책읽기, 이야기, 퍼즐, 게임, 운동 등)을 얼마나 자주
하였는가(1점: 전혀 하지 않음 ~ 4점: 매일함)를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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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모-자녀 상호작용 10문항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862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군집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먼저 이점과 갈등 총점을 변수
로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덴드로그램을 통하
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 일-양육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녀
수, 어머니 연령, 최종학력, 주중 및 주말 근무시간, 가정 월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의
비율,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일-양육 이점 4문항과 일-양육 갈등 6문항 총 10문항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을 실시하였다. <표2>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일-양육 갈등 6문항은 1요인, 일-가정 이점 4문항은 2요
인으로 추출되었다(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성 측도=.863;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X2(45)=3175.620, p<.000). 따라서 일-가정에 대한 갈등지각과 일-가정에 대한 이점 지각이
서로 독립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 요인 및 요인부하량
문항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1요인
.850
.830
.826
.791

2요인
-.132
-.078
-.187
-.099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731
.670

.02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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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문항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고유치
설명된 변량(%)
총 변량(%)

1요인
2요인
-.170
.829
-.060
.820
-.051
.792
-.122
.768
3.754
2.667
37.541
26.668
64.209

다음으로는 어머니가 응답한 일-가정 양립의 갈등 및 이점 총점을 변인으로 하여 계층
적 군집분석(Ward 및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 방식)을 실시하였다. 이때 총점은 Z점수로 변
환하여 분석되었다. 덴드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의 일-양육 양립 이점 및 갈등 유
형은 4군집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4 군집으로 K-평균 군집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이점 및 갈등에 따른 네 가지 군집유형의 군집 중심은 <표 3>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각 군집의 이점 및 갈등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으
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군집중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집들이 서로 독립
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어머니 일-양육 양립 시 이점 및 갈등에 따른 네 가지 군집유형의 중심

(Z 점수)

갈등 우세

모두 높음

모두 낮음

이점 우세

분산분석

이점

-.84790

.52522

-1.21475

.79206

F(690,3)=485.001***

갈등

.76115

.73947

-.62336

-.96562

F(690,3)=444.710***

N(%)

185(26.7)

186(26.8)

98(14.1)

225(32.4)

***p<.001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군집인 ‘갈등 우세’ 집단(185명)의 어머니들은 일과
양육을 함께 함에 있어 이점은 낮고 갈등은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
째 군집인 ‘모두 높음’ 집단(186명)은 갈등도 높을 뿐 아니라 이점도 높게 지각하고 있었
다. 반대로 세 번째 군집인 ‘모두 낮음’ 집단(98명)은 갈등도 낮게 지각하고 이점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점 우세’ 집단(225명)은 일-양육 양립에 있어서
갈등보다 이점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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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이점 및 갈등에 따른 군집유형의 중심

2.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지각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상호작용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
스, 양육행동, 모-자녀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공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종속변인에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유형의 주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어미니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상호작용에 대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의 효과
2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Partial eta )
변인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

자녀 수

.000

.018**

.000

.023***

어머니 연령

.001

.006*

.001

.001

어머니 최종학력

.009*

.013**

.001

.001

어머니 주중근무시간

.002

.002

.00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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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2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Partial eta )
변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주말 근무시간
어머니소득/가구소득(월)
일-양육 양립 군집유형

.000
.000
.067***
2
R =.089

온정적
양육행동
.000
.000
.035***
2
R =.081

통제적
양육행동
.012**
.000
.010
2
R =.047

모-자녀
상호작용
.000
.000
.021**
2
R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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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검증을 살펴보면<표 5>, 갈등 우세 집단이 모두 높음, 모두 낮음, 이점우세 집단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갈등 우세 집단이 모두 높음
집단과 이점 우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모-자녀 상호작용의 경우 갈등 우세
집단이 이점 우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표 5>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유형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의 차이
일-양육
양립 유형
갈등 우세(a)
모두 높음(b)
모두 낮음(c)
이점 우세(d)
Bonferroni
사후검증

양육스트레스
29.147/.563
26.527/.548
25.779/.743
24.053/.503
a > b, c, d
b> d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추정평균/표준오차)
온정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21.337/.262
20.999/.238
22.366/.255
21.490/.232
21.952/.345
20.605/.314
22.970/.234
21.354/.213
a < b, d

모-자녀 상호작용
20.588/.407
21.552/.396
21.289/.537
22.575/.364
a<d

주: 자녀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최종학력, 어머니 주중·주말 근무시간,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
소득(월)이 통제됨.

Ⅵ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 수준에 따라 어머니들을 유형화 하고, 지각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양육행동(온정/통제), 모-자녀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총 694명의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를 요인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 군집분석, 공변량 분석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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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머니들은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의 수준에 따라 총 4집단의 독립적
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군집중심의 Z 점수를 기준으로 각 지각 유형의 특징을 해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갈등 우세’ 집단(185명, 26.7%)의 어머니들은 일
과 양육을 함께 함에 있어 이점은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고 갈등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모두 높음’ 집단(186명, 26.8%)은 갈등도 평균 이상으로 높
게 지각하고, 이점도 평균이상으로 높게 지각하였다. 세 번째 유형인 ‘모두 낮음’ 집단(98
명, 14.1%)은 갈등도 평균 이하로 낮게 지각하고 이점도 평균이하로 낮게 지각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점 우세’ 집단(225명, 32.4%)은 일-양육 양립에 있어서 갈등은 평균보다 낮게
지각하지만 이점은 평균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일과 양육
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갈등과 이점을 동시에 지각하며, 이러한 일-양
육 양립에 대한 갈등 및 이점 지각에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들에 따라 어
머니들이 여러 형태로 유형화 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유형은 그 갈등과 이점 지각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희소성 가설 또는 확장 가설 같은 이분법적 이론으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가정의 양립은 물리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이질적인 두 영역
간에 공존이며, 그 영역을 일상적으로 넘나드는 사람 (예: 어머니)에 의해 물리적 시간적
심리적 경계의 강도와 균형이 다양하게 성립된다는 경계 이론(Border theory)(Clark, 2000)
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가정 혹은 일-양육 양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갈등 혹은 이점만을 강조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강점과 이점이 어느 지점에서 균형
을 이루고 타협점을 찾고 있는가를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들이 일과 양육을 양립하면서 지각한 갈등과 이점의 균형점에 따라 양육스
트레스, 양육행동, 모-자녀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이점 우세
(225명, 32.4%)형 어머니들로,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 빈번한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일이란 자
신과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뿐 아니라 양육도 즐거워하고
양질의 양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일에도 몰입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 모두 성공
적으로 관계를 맺고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내적 동기화(intrinsically motivated)
(Ilies, Liu, Liu, & Zheng, 2017)가 잘 되어 있거나 자존감(Chan et al., 2016)이 높은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 우세형 어머니들은 내적 동기수준이 높고, 자신의
일과 자녀양육자로서의 역량 모두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는 갈등 우세형(185명, 26.7%)이었다. 이들은 다른 집단
의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낮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 및 낮은 빈도
의 모-자녀 상호작용을 보고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이 양육관련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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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박봉선, 엄명용, 2016;
성정혜, 김춘경, 2019;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Cooklin, 2014; Cooklin, 2015). 이들은
일이 양육에 주는 장점을 찾지 못하고 일과 가정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준 높은 양육을 제공하지도 않는 어머니들로 파악된다. 즉, 갈등 우세형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양육의 균형을 찾는 것이 시급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일-양육 갈등의 주요 원인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에 직접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중재나 사회적 지원 혹은 직장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두 높음 집단과 모두 낮음 집단은 갈등우세 집단보다는 바람직하지만 이점우세
집단보다는 덜 바람직한 양육관련 태도와 행동을 보고하였다. 모두 높음 집단(186명,
26.8%)은 직업이 양육에 주는 이점도 높게 지각하지만, 직업으로 인해 양육에 갈등도 많
이 겪는 혼돈형 어머니이다. 이들은 이점우세 집단보다는 낮지만 갈등우세 집단보다는 유
의하게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일에서 오는 갈등과 단점을
나름대로 보상하기 위해 자녀를 보다 온정적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낮음 집단(98명, 14.1%)은 일과 양육에 있어 갈등과 이점을 모두 낮게 지각하는
소극적 집단이다. 이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함에 있어 크게 갈등을 느끼지도 않지만 이점
을 느끼지도 않으며, 양육행동과 모 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상대적으로 양
육스트레스도 덜 느끼는 어머니들로 파악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양육관련 종속변인 중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일-양육 양립의
군집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어머니의 주중 및 주
말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은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
적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장시간 근무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부족한 체력과 시간을 극
복하는 대처양식의 하나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
육행동은 아동의 여러 발달적 지표와 부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만큼(이지혜, 강민주,
2019; 최윤희, 문혁준, 2018), 어머니의 근무시간을 적절할 수준으로 유지하여 아동의 행
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려는 양육행동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아동의 제대로 양육 받을
권리, 어머니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이분
법적인 갈등 대 이점 패러다임이 아닌 갈등과 이점이 어떻게 심리적 타협을 이루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일과 양육을 양립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심리적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또
한 이러한 유형에 따라 양육관련 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
다. 추후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심리적 군집을 결정짓는 예측변수는
무엇인지 탐색해야 한다. 최근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은 어머니의 긍정적 지각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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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직장, 사회 분위기 같은 심리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김준기, 양지숙, 2018). 그러나 아직 관련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
이므로, 어머니의 개인적 성격적 요인, 아동요인 가족 환경적 요인, 정책·구조적 요인을
포괄하는 생태학적 연구모형을 도입하여 일-양육을 양립하는 어머니들의 갈등 및 이점 지
각을 예측하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의 갈등지각 우세는 양육관련 변
인과 부적인 관련이 있고, 반대로 이점 지각 우세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일-양육 양립은 현대 사회의 여성에게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은 일과 양
육을 병행할 권리가 있고 취업모의 자녀들은 양질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과 양육
을 병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면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
어야 한다. 부모의 판단과 지각이 아동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까지는 누적성
(Sparks, Trentacosta, Owusu, McLear, & Smith-Darden, 2018)이 중요하므로, 단기 횡단연
구보다는 장기 종단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비록 한국아동패널이라는 전국적 자
료에 근거하고 있어서 대표성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횡단 가중치를 자료 분석에
적용하지 않아서 마모율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인
일-양육 양립 시 갈등과 이점 지각을 비롯하여 모든 변수가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존하
고 있다. 물론 일-양육 양립 시 갈등 및 이점 지각과 양육 스트레스는 변수 특성상 자기보
고가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양육행동이나 모-자녀 상호작용 같은 행동관련 변수는 보
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외에 다양한 통제변수(예: 어머니의 근무형태, 직장의 종류, 부의 양육참
여, 사회적지지)가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지각 및 양육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다양한 통제변인을 투입해 일-양육 지각 유형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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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 ACT
Objectives: This study clusters mothers based on their perceived gains and strains on
combining work and parenting roles. The differenc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warmth/controlling)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by the clusters were also
explored.
Methods: A total of 694 mothers who were available of Work-Family Gains and Strains
th

data in the 8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were participants of this study.
For clustering the mothers, factor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analyses were employed. The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by clusters were explored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s: Mothers were clustered into ‘strain dominant’, ‘both high’, ‘both low’ and ‘gain
dominant’ groups. Gain dominant mothers tended to report lower parenting stress, higher
warmth parenting behaviors, and more frequent mother-child interactions in comparison to
mothers in the other clusters. Strain dominant mothers tended to report higher parenting
stress, lower warmth parenting, and less frequent mother-child interactions.
Conclusions: For studying work-parenting balance of mothers, the compromised point
where their perceived strains and gains mee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rather than
treating the gains and strains as separate dimensions. Also, the most desirable balancing
point between work and parenting needs should be investigated for work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Keywords: rights for balancing work and parenting, parental stress, parenting behavior,
mother-child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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