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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연구*
양 은 호**․ 최 혜 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과 양
육효능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66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심리적안녕감, 양육효능감 검사
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차이검증과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효능감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안녕감은 어머니의 학력, 소
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소
득수준이 높고,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양
육효능감은 심리적안녕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걸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삶의 목적이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 개인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의 순으로 양육효능감
과 상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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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맥락 가운데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 생
애 초기 유아들의 성장․발달에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영향력이 크
다. Bronfenbrener(1986)는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 가정, 형제, 부모,
놀이터, 교육기관 등을 포함하는 미시체계를 들고 있다. 미시체계 안에서 유아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차적인 생활의 장인 가정에서 유아와 부모는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Mill & Grusec, 1988).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부모와 자녀만
으로 구성된 핵가족에 비해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핵가족의 2%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통계청, 2010). 따라서 현대사회의 젊은 부모는 과거 확대가족제도에서
자녀양육을 하면서 어른으로 받던 도움과 조언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자녀양육을 독자
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이 빈번해지자
개인의 사회 이동이 증가하고 국내 이동은 물론 국가 간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이
후 우리나라의 주말부부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취업모의 증가로 젊은 아버지들이 양육
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정신적으로 후원하여 자신감을 갖
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최혜순, 2011).
이와 같은 양육의 어려움과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가와 사회는 양육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지원을 시작하였다. 최근 손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자체 중
심의 조부모 교육,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와 기업체의
육아휴직제도 신설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는 어
머니들은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여전히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양육은 책임과 부담을 넘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Crinic & Booth, 1991).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 신체적
피로감 등은 양육자의 개인생활의 여유를 빼앗으며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
(Webster-Stratton, 1988) 이는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에
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어머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장감과 대인관계의 확대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갖게 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
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는 양육태도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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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두어왔다(김현나, 이경님, 2008; 최미경, 2011). 그러나 최근
들어 양육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환경적 요인 이외에 부모의 양육인지에 대한 관심과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보
고되면서 양육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정도 즉, 양육효능감에 따라 본인 자신의 생활만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자신이 부모 역할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Mash & Johnston, 1983)로 어머니의 양육인지와 양육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어머니가 겪는 양육의 어려움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매개(신숙재, 1997; Teti &
Gelfand, 1991)할 뿐 아니라 유아의 기질, 사회적 지원, 상황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여러 주요
변인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다(Cutrona & Troutman, 1986). 선행연구(문혁준, 1999; Mondell &
Tyler, 1981)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
된 양육행동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지지(신숙재, 1997; Frank, Hole, Jacobosn,
Justkowski & Huyck, 1986), 자녀의 기질(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Wothke, 1994; Teti & Gelfand, 1991), 자녀의 연령(Teti & Gelfand, 1991), 어머니의 양육경험
(Gross, Rocissano, Roncoli, 1989)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은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행동적 경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그동안 어머니의 인지적인 특성인 양육신념이나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스
트레스에 대해 관심의 증가는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우울이나 부정적인 심리가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의 학문적 관심은 인간의 부적응과 병리에 초점을 맞추
어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비정상적인 부분, 건강보다는 고통이나 아픔 등에 인간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인간이 가진 강점이나 잠재력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
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Frich, 2000; Keyes, 1998; Ryff & Singer, 2005). 이러한 변
화는 긍정심리학의 출현에서 비롯되었는데, Seligman과 Csiksentmihalyi(2000)와 같은 긍정심리
학자들은 인간의 삶의 질에 긍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적안녕감을 갖는 것
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게 하며 자신의 주변 타인들과 생산적이고 건강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심리적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교육 및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인 객
관적 변인이 주관적인 삶의 질을 크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Diener, 1994; Ryff,
1989)에서 시작되었다. 심리적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긍
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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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통제한다고 느끼며,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
기가 있는 사람이다(김혜원, 김명소, 2000). Ryff(1989)는 Maslow의 자아실현,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Jung의 개별화, Allport의 성숙, Erickson의 기본적 삶의 경향, Neugarten의 성
격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여러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심리적안녕감 척도를 고안하였다. 즉,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심리적안녕감의 차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성과 활력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리적안녕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임미리,
1997; 송아람, 2005), 심리적안녕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진연화, 2009;
최진희, 2009)이 이루어졌다. 임미리(1997)와 최진희(2009), 송아람(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어
머니의 낮은 심리적안녕감은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안녕감은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지현, 2010), 유
아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 사회적 유능감(최진희, 2009), 높은 자아 탄력성과 관계가 있음(진
연화, 2009)이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삶의 질과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
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부모 자신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학력, 취업 유무 등과 자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
며(문혁준, 1999; 서소정, 2004),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은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전반적인 양육이나 의사소통, 학습지도에 있어 자신의 능력평가와 자기효능감도 낮은 점수
를 나타내었다(이승미, 김희진, 2005; 전인옥, 이경옥, 1999).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연령이나 취업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학력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도 있다(한유미, 200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변인들에 관한 결과는 일관
적이지 않으나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되어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
져 왔으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
른 심리적안녕감과 어머니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인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를 알아본다는 것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부모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들(최형윤, 2007; 김지나, 2009; 전우경, 2009; 박현정, 2011)을 보면, 교육기관의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내용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지도방법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기법, 유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지도방법을 통해 자녀 양육이나 자녀를 이해하는 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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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안녕감은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과 독립심을
키우기에 필요한 양육행동을 제공한다(송아람, 2005; 임미리, 1997; Belsky, 1984)는 연구결과
들은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이 양육기술이나 양육방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이
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은 어
떠한 차이가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은 양육효능감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
리적 안녕감증진의 측면에서 부모를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심리
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요인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설립형태의 보육시설 10곳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166명이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0에서 34세 사이가 전체 응답자 166명 중 78명(47.0%)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4에서 39세 사이가 67명 (40.4%), 40세 이상이 21명(12.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63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이 44명
(26.5%),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9명(23.5%), 대학원 졸업이상이 20명(12%) 순이었다. 어머니
의 취업유무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가 101명(60.8%)로 비취업모 65명(39.2%)보다 더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68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에서 400만원 사이가 48
명(28.9%), 200에서 300만원 사이가 33명(19.9%), 200만원 미만이 17명(10.2%)로 가장 적었다.
한편 연구 대상자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95명(57.2%), 여아가 71명(42.8%)으로 남아가 더 많
은 편이었고, 유아의 연령은 만 5세 유아가 51(30.7%), 만 4세 유아가 51(30.7%), 만 3세 유
아가 42(25.3%), 만 2세 이하 유아가 22(13.3%) 이었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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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인
모 연령
모 학력
모 취업유무
가정 월소득
<표 2> 자녀의 일반적 특성
변인
성별
연령

구분
34세 이하
34～39세
40세 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취업
비취업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구분
남
여
만 2세 이하
만 3세
만 4세
만 5세

빈도(%)

(N=166)

78(47.0)
67(40.4)
21(12.7)
39(23.5)
44(26.5)
63(38.0)
20(12.0)
101(60.8)
65(39.2)
17(10.2)
33(19.9)
48(28.9)
68(41.0)

빈도(%)

(N=166)

95(57.2)
71(42.8)
22(13.3)
42(25.3)
51(30.7)
51(30.7)

2. 연구도구

심리적안녕감 측정도구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 측정도구는 Ryff(1989)의 심리적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 3과 같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적 성장의 6개의 심리적 차원을 측정하는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의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총 46점에서 2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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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리적안녕감 척도 요인 및 문항 수
(N=166)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내용
신뢰도α
(46)
자아수용
8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
.81
긍정적 대인관계 7
긍정적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 .83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또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과 .86
자율성
8
관련된 문항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 .82
환경 통제력
8
력과 관련된 문항
삶의 목적
7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문항
.82
개인적 성장
8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와 관련된 문항
.82
전체
46
.85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미래의 계획을 짜
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등이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로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개인적 성장 .82, 자아수용 .81, 긍정적 대인관계
.83, 자율성 .86, 환경통제력 .82, 삶의 목적 .8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양육효능감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표 4와 같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
2)

<표 4> 양육효능감 척도의 요인 및 문항 수
(N=166)
문항수
하위요인
문항내용
(37)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 .85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11
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에 관한 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문항
.83
의사소통 능력
9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항
.87
인지지도능력
6
자녀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문항
.82
훈육능력
4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
.82
전체
3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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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등 5개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3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학습지도 능력’은 대상의 자녀가 유아인 것을 고려하여 ‘인
지지도 능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
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총 점수는 37점에서 1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85, 건강하게 양
육하는 능력 .83, 의사소통 능력 .87, 인지지도능력 .82, 훈육능력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7월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서울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은 후, 만 2, 3세 대상 유아 107명의 부모님께 교사를 통해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
여 진행하였다. 예비검사 결과 검사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
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0군데 어린이집의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협
조를 받은 후 2011년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총 238부가
어머니께 배부되었으며, 회수율은 73%로 175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
외하고, 총 16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도구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
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05 이하 수준에서 유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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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 안
녕감과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
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
에 따라서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34에서 39
세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34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인 Schaeffe를 분석한 결과, 34세 이하와 34세
에서 39세 이하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9 p<.05).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대학원 이상 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대학졸업,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이하 순서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인 Schaeffe
를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와 대학원 졸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59,
p<.01).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4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300에서 400만원, 200
1)

<표 5>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34세 이하(a)
114.70
15.54
연령
34 - 39세(b)
120.74
12.28
3.39/.036*
40세 이상(c)
120.09
17.42
고졸이하(a)
112.92
17.79
전문대졸(b)
115.38
15.89
학력
4.59/.004**
대졸(c)
119.96
10.97
대학원졸(d)
126.00
12.31
200만원 미만(a)
108.41
16.60
200~300만원(b)
115.54
15.08
소득
3.44/.011*
수준
300~400만원(c)
119.60
16.30
400만원 이상(d)
120.02
12.03
취업
118.91
13.26
취업
t=1.62
유무
비취업
116.13
16.84
*p<.05, **p<.01

(N=166)
Scheffe

a<b

a<d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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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0만원,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인 Schaeffe를 분석한 결과, 200에서 300만원과 300에서 400만원의 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3.44, p<.05).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양육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안녕감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심리적안녕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별로 본 심리적안녕감
은 40세 이상 어머니가 가장 높았고, 34에서 39세, 34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심리적안녕감은 대학원 졸업이상이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 전
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심리적안녕감은 월소
득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았고, 300에서 400만원, 200에서 300만원, 2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인 Schaeffe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심리적안녕감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84, p<.05). 200만원 미만의 집단과 300에서 400만원 집단, 400만원 이상의 집단 간에
2)

<표 7>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안녕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34세 이하(a)
154.24
18.25
연령
34 - 39세(b)
159.19
15.55
1.64/.196
40세 이상(c)
159.61
23.27
고졸이하(a)
150.12
20.10
전문대졸(b)
156.88
19.27
학력
2.85/.039
대졸(c)
159.79
15.32
대학원졸(d)
161.20
16.11
200만원 미만(a)
143.88
23.86
200~300만원(b)
155.75
18.84
소득
3.84/.011*
수준
300~400만원(c)
158.50
17.34
400만원 이상(d)
159.63
15.13
취업
159.28
16.02
취업
t=2.13
유무
비취업
153.24
20.30
*p<.05

(N=166)
Scheffe

-

-

a<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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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안녕감은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3, p<.05).
2.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 사이의 관계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간의 피어슨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든 상관계수는 .01과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성장
심리적안녕감(총점)

전반적인 건강하게 의사소통
양육 효능감 양육하는 능력 능력

(N=166)

인지지도
능력

훈육
능력

양육효능감
(총점)

.37**

.19**

.18*

.12

-.03

.26*

.56**

.37**

.41**

.43**

.26**

.52**

.57**

.54**

.57**

.50**

.25**

.64**

.56**

.34**

.34**

.37**

.12

.48**

.53**

.46**

.52**

.52**

.36**

.59**

.55**

.46**

.40**

.33**

.14

.51**

.69**

.52**

.53**

.50**

.2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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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안녕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
통제력, 개인성장, 자아수용, 자율성의 순서대로 양육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심
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간의 관련성에서는 삶의 목적이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57), 의사소통력(.57)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이 전
반적인 양육효능감(.56)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
의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 자아수용력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양육효능감과 더 밀접한 관
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을 갖고,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를 가질 때,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더 높게 느낀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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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심리적안녕
감과 양육효능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과 관련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자
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미숙, 2005;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안
지영, 2001; Teti & Gelfand, 1991)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자녀와의 양육경험이 많아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이 누적되면서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령이 높은 어
머니들은 그동안의 양육경험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스스
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독립심을 키워주는 등(이민자, 2007)의 효과적인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자연적인 성숙함과 사회적 경험이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관대하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 발달이나 효율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
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Coleman &
Karraker, 2000)된 결과와 일치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하고 많으며, 책이나 전문가, 기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으므로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소득수준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
녀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전인옥, 이경옥, 1999)와 가족의 수입이 양육
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최형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소득수준이 높을 경
우 효율적인 자녀양육을 방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
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Coleman & Karraker, 2000). 자녀양육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
지지도 능력의 경우 소득수준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최형성, 2005)는 소득수준
이 높다고 반드시 높은 양육효능감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지각하게 해준다. 이
와 같은 상반된 결과를 볼 때 소득수준이 양육효능감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소득수준이 제한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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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에 필요한 소득보장이나 경제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
진하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은 어머니의 학력, 소득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관련이 있었다.
학력이 높은 취업모는 심리적안녕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김혜
신, 김경신, 2003; Demo & Acock, 1996; 이명신, 1998; 유영주, 김나비, 1996; 최동숙, 1992)와
일치되는 경향으로써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변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수준의 경우, 생활형편이 넉넉
할 수록 심리적안녕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란혜(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은 소득은 생활형편을 넉넉하게
해주며 인적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다중역할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이다. 또한 높은 소득수준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풍족하여
심리적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므로(권경희, 1986) 어머니 역할의 갈등을 최소
화시킬 수 있다. 최근 전국 901개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
노동 참여에 대한 아내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39.4%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소득 200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30.6%)가 낮았다(조선일
보, 2011). 이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점점 더 많은 가사일을 책임져야 하는 중산층 남자
들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들의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는 예이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심리적안녕감은 취업모의 심리적안녕감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
울을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Hughes & Galinsky, 1994)와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Baruch & Barnett, 1986)와도 일치한다. 취업모
인 경우 취업으로 자아를 더욱 폭넓게 실현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직업생활이 주는 특
권 등 심리적․사회적 혜택을 경험하려는 것을 포함할 때 취업모들이 더욱 높은 역할 수행
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박주희, 2005; 최규련, 서동인, 1995; Larson, Richard
& Perry-Jenkins, 1994; Reskin & Padavic, 1994; Spitz, 1988)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취업모의 경우 자아성취의 기회와 자녀양육 시 양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버지와의 공
동양육 등으로 인하여 긍정심리가 증진되는 효과로 심리적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배우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서로 연결되면서 보상
과 만족의 원천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긍정심리의 증진은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어머니로서의 역할행동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과 심리적안녕감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혼 여교사의 양육효능감은 심리적안녕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노경민(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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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심리적안녕감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한 정적
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 자신의 삶의 목적은 양육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지지도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삶의 목표가 있고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자 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주된 관심사
는 개인의 안녕이며, 어떻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학령전
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는 30대로서 이 시기는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
하여 개인 외적 특성을 달성하려는 삶의 목적이 심리적안녕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
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자들은 실제로 삶의 목적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안녕감에서 삶의 목적은 이 시기의 어머니들에
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목적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의 정도가 실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해석
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는 곧 양육효능감과 연결된다는 많은 선행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의사소통능
력, 인지지도 능력, 훈육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심리적안녕감을 갖
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며, 타인과도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Ryff(1989)의 의견처럼 어머니가 주변사람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특성이 자녀인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관계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훈육능력에 관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가장 어려운 양육기술의 하나인 훈육 역시 자녀와 안정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
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술과 더불어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안녕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식에는 양육기술과 지도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 자
신의 삶에 대한 기쁘고, 희망차며, 열정적인 감정으로 구성된 심리적안녕감도 함께 추구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표집대상이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보다 많은 대상을 표집이 필요
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만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와 조부모관련 변인
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긍
정심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지방안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이에 앞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안정된 심리적안녕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심리적안녕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의 심리적안녕감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양육기술과 양육방법에 치중된 현 부모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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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안으로 부모자신의 자아발견 및 자기성장 개발과 같은 새로운 각도에서의 부모교
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란혜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지, 6(2), 155-173.
권경희 (1986).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김경희 (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34.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진 (2009).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자 (2006). 긍정심리학. 서울: 물푸레.
김지나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10).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나, 이경님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
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김혜신, 김경신 (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17-131.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
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5(1), 27-41.
김희중 (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남인숙 (2007). 행복감계발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이론학회, 31, 217-320.
노경민 (2010). 초등학교 기혼여교사의 양육효능감과 교사헌신과의 관계: 심리적안녕감의 매
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226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박서연, 정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1), 17-32.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2), 35-56.
박주희 (2005). 취업주부의 다중역할 수행의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17-131.
박현정 (2011). 보육시설 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소정 (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송아람 (2005).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동적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
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
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영주, 김나비 (1996).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연
구. 한국가족학회지, 4(2), 81-106.
이경숙 (2002).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신 (1998). 맞벌이 부인의 스트레스 결정요인: 전문직 부인과 생산직 부인의 비교. 한국
가족복지학, 2, 115-148.
이민자 (2007).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6(3), 191-203.
이병래 (1997). 정서지능 개념의 성립.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95-214.
이승미, 김희진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
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이종신, 문혁준 (2009). 긍정심리 및 내외통제성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4), 37-48.
이종신 (2011).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와 비장애아 어머니 역할행동 비교연구: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화, 김보경 (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 대한 모-자간 일치정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97-1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연구

227

임미리 (1997). 취업모의 직업관련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안녕감이 어머니의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우경 (2009). 경기지역 유치원의 부모교육 실태 및 학부모와 원장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
니의 교육 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 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
구, 19(1), 169-187.
조선일보 (2011). ‘가계소득 높을수록 남편이 집안일 많이한다’ (2011. 9. 27). 조선일보. A14.
진연화 (2009).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최규련, 서동인 (1995). 맞벌이 가족의 현황, 맞벌이 가족의 가족문제. 한국가족 관계학회
(편). 서울: 하우.
최동숙 (1992).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미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2), 105-121.

최미숙, 김미숙 (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 분
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최진희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 충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성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123.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최형윤 (2007).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부모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순 (2011).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통계청 (2010). 한국의 인구, 가구지표. 서울: 통계청.
한유미 (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Baruch, Grace K., Barnett, Rosalind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578-585.
Belsky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0.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r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Barbara Reskin and Irene Padavic (1994). Women and Men at Work.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Pine Forge Press.

22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Cri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1, 1042-1050.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Demo, D. H., & Acock, A. C. (1996). Singlehood, marriage, and remarriage-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on mothers'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88-407.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Frisch, N. (2000). Nursing theory in holistic nursing practice. In B. Dossey, L. Keegan, & C.
Guzzetta (Eds.), Holist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3rd ed.), (pp.173-182). Gaithersburg,
MD: Aspen Publishers.
Frank, S., Hole, C. B., Jacobson, S., Justkowski, R., & Huyck, M. (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8-355.
Gross, D., Rocissano, L., & Roncoli, M. (1989). Maternal confidence during Toddlerhood; Comparison
of preterm and fullterm group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2, 1-9.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7, 207-215.
Hughes, D. L., & Galinsky, E. (1994). Gender, job and family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symptom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8, 251-270.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 121-140.
Larson, R. W., Richards, M. H., & Perry-Jenkins, M. (1994). Divergent worlds: The daily emotional
experience of mothers and fathers in the domestic and public sphe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34-1046.
Mash, E. J., & Johnson, C. (1983). Parent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연구

229

self-esteem, and mother: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89.
Mill, R. S. L., & Grusec, J. E. (1989).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praising
altruism. Merrill-Palmer Quarterly, 35, 299-326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Barbara F. Reskin, Irène Padavic. (1994). Women and Men at Work.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Ryff, C. D., & Singer, B. H. (2005). Social environments and the genetics of aging; Advancing
Knowledge of protective health mechanim.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0B(Special Issue 1),
12-23.
Seligman, M. E. (2004). Can happiness be taught? Daedalus, 133, 80-87.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Spitz, G.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95-618.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Watkins, P. C., Grimm, D. L., & Hailu, L. (1998). Counting your blessings: Grateful individuals
recall more positive memories.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Denver, CO.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88). Materm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299-315.

230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of Preschooler Mothers

Yang, Eun-Ho․Choi, Hye-So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correlations between preschooler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respect to mothers’ age,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current
employment status. The Study subjects were 166 preschooler mothers reside in Seoul and Gyeonggi.
The Psychological well-being/Parenting self-efficacy testing forms were used as research tools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research was analyzed by t-test and Correlation with SPSS 18.0. The
analyzed data indica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self-efficacy respect to mothers’ age, edu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increased values in
following variables-mothers’ age, education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elf-efficacy. Based on mothers’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current
employment, positive correlation was noticed in respect to psychological well-being. As the values in
following variables increases-mothers’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current employment,
parenting self-efficacy increased. Second, parenting self-efficacy indicated the static correlationin all
Sub-reg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urpose in Life, which is Sub-region in psychological
well-being revealed the closest relationships and Self-Acceptance, Environmental Mastery, Personal
Growth,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followed respectively. There i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parenting self-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