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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자녀를 둔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며 만 1-12세 자

녀를 한 명 이상 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2

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자가보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크게 일반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지지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지자원은 선행연구와 생

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배우자 지지, 주변인 지지, 제도적 지지로 설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214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을 통제한 후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지자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 

지지, 주변인 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직장여성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서 양육 스트

레스를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배우자 및 주변인 지지를 중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직장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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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산업 변화와 도시의 발달은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를 야기하였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통계청(2021)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의 여성 중 절반(52.8%)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혼 여성 516만 명 중 취

업 여성이 290만명(56.1%)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KB금

융지주경영연구소, 2018).

국가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자녀 돌봄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발표하였고,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유계숙, 2012). 일-가정 양립제도는 개인

이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때 역할수행에 있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의 종류가 

있다. 최은미와 최성주(2020)는 일-가정양립제도가 업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만듦으로

써 일-삶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하였고, 한영선과 정

영금(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직장여성에게서 일과 

가정생활의 갈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제도가 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균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제도의 조절효과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실제로 각종 제도와 지원이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을 입증할 만큼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김영옥, 2015; 박주희, 2018; 정미주, 임상호, 2016; 최은미, 최성주, 2020).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가정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는 양육과 자녀교육, 가사 

등의 책임이나 역할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은 일보다는 가정을 우선

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 소위 워킹맘

은 직장일, 가사일, 자녀 양육의 다양한 역할 간의 충돌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유성경 

등, 2012). 다중 역할의 어려움과 역할 과중으로 인해 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되어 있으며(김성국 등, 2017; 김소정, 2016; 김재엽 등, 2009),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

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또한 증가한다(김안나, 권영숙, 2014). 그리고 스트레스는 건강증

진행위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영양, 수면,

휴식, 운동,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김정숙, 김춘자, 2016; 신혜숙 등, 2005; 안용덕, 신정훈, 2017; 주애란, 2011; 최윤숙,

김미영, 2020).

건강증진행위란 개인이 질병과 건강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다

(Pender, 1986).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으며, 건강증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워킹맘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증진은 비단 한 개인의 안녕을 

넘어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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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 혹은 정

신건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숙, 정종희, 2020; 이송흔, 2017; 조성희, 2015; 장선아, 고정훈, 2021).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사회적 지지는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

계에서도 의미 있는 매개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들(손세희, 한창근, 2016; 엄세진, 2014; 옥

경희, 천희영, 2012; 이뿐새, 2018; 임현주, 2013; 전은다, 김민주, 2019; 현정환, 2020)이나 스

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김정숙, 김춘자, 2016; 신혜숙 등, 2005; 안용덕, 신정훈,

2017; 주애란, 2011; 최윤숙, 김미영, 2020)들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건

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욱이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는 미시체

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과 같이 대상자에게 아주 가까운 관계부터 

조직이나 문화 등 대상자를 둘러싼 환경까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상자의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배우자 외 가족이나 지인 등의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는 사

회적 지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지지를 대상자가 가진 지지

자원으로 두고, 각각의 지지자원이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및 지지자원의 매개효

과를 파악함으로써 양육을 담당하는 직장여성들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적,

외적 자원 구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안위 증진을 도모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hancement)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녀를 둔 직장여성이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에 대해 파악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자원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양육을 담당하는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증진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효율적인 양육지원정책을 위한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지지자원,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지지자원,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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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적 기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4. 용어정리

1) 양육 스트레스

� 사전적 정의 :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Abidin, 1990).

� 조작적 정의 :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 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Short Form:PSI-4-SF; Abidin, 2012)을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

사 4판 단축형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Short Form:

PSI-4-SF; 정경미 등, 2019)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2) 건강증진행위

� 사전적 정의 :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최적의 안녕 상태를 이루고 자아실현 및 개인적 

욕구충족을 유지, 증진하려는 행위로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

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부 요인으로는 건강 책임,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영적 성장이 있다(Walker et al., 1995).

� 조작적 정의 : Walker et al. (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HPLP-II)를 서현미와 하양숙(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지지자원

� 이론적 정의 : 자원(resource)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조직 혹은 개인의 유용하거나 가치 

있는 소유물'이며, 상담학적 정의는 '성과를 얻고 목표를 성취하며 변화와 치료적인 효과

를 거두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상태나 지식, 기술, 행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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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소유물 등'이다.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개인의 외적 자원으로써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 조직의 제도적 지지를 의미한다.

가. 배우자 지지 : 김수정과 유성경(2016)이 개발한 일-가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주변인 지지 : 한국 아동 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다. 제도적 지지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며, 대상자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도의 총 건수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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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의 역할과 관련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괴로움이나 불편함의 경험으

로써, 부모 됨(being parents)의 요구에 대한 회피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양육에 대해 요구되는 과업,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행동, 부모-자녀 관계의 질 및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복잡한 과정으로 표현된다(Deater-Deckard, 1998). 부모 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개발한 Abidin(1990)은 양육 스트레스를 부

모가 되는 것(being a parent)의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한 형태의 스트레스라고 정의했

으며,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s),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을 제시했다(Abidin,

1995; Abidin et al., 1992). 그 중, 부모의 고통 요인은 양육 기술의 부족, 삶의 특정 측면에

서 자유의 부족 또는 제한, 사회적 지원 부족 및 우울감의 존재 등을 느끼는 것을 가리키는

데(Abidin, 1995; Abidin et al., 1992; Deater-Deckard & Scarr, 1996), 부모의 고통이 높으

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반응과 따뜻함이 줄어들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생

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심한 면에 있어 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없게 된다(Abidin

et al., 1992; Gelfand et al., 1992).

1.1.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

과반(52.7%)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통계청, 2021), 가사분담의 경우 아직까

지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가 76%로 훨씬 높다(통계청, 2020). 또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남편에 비해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고(김동진 등,

2018; 이인정, 김미영, 2014).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은 자녀 양육자와 조직구

성원에서 오는 역할갈등과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정현, 탁진국, 2020)으로 

보아, 이러한 다중 역할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부모의 고통 측면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의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취업한 어머니와 비취업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간의 차이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모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민정 등, 2020)

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자녀를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죄책감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했으며,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제시한 연구

(손수민, 2012; 이예진, 윤수정, 2018; 정지나, 2016)는 이 같은 결과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

함으로써 개인 시간이 없고, 높은 육체적 피로나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을 경험하는 데에

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와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연은모, 최효식, 2014; 정은영, 강민주, 2015), 부부갈등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

며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시행할수록(전은다, 김민주, 2019),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 기능성

이 원활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정지나, 2016)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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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성, 양육효능감과 관계가 있으며(이예진, 윤수정,

2018), 일-어머니의 역할갈등과 부모 역할만족도는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김안나, 권영숙, 2014).

2.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은 1986년에 발표된 오타와 헌장에서 비롯되었으며,‘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에 대한 통제를 향상시키고 증진 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WHO,

2013). 이후 WHO는 2005년에 건강증진 개념을 재정의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

의 결정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증진 시키도록 하는 과

정'이라고 하였다(WHO, 2013). 건강증진모델을 개발한 Pender는 ‘건강증진'이란 개인이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개인 건강상태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며, ‘건강증진행위’

는 더 높은 수준의 안녕, 자아 성취 및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Pender, 2011)고 하였다.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Walker et al., 1995)에 따르면 건강증진행위는 신체활

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건강 책임, 대인관계, 영적 성장의 6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2.1.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의 관계

국내에서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고 강조됨에 따라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스

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직무 스트레스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었는데, 간호사(김미애, 서남숙, 2020; 김정숙, 김춘자, 2016; 장유민, 박주영, 2018),

공무원(김현, 2020; 류기욱, 최모나, 2019; 한혜진 등, 2016), 산업장 근로자(장경오, 박미화,

2021), 기술직(김미정, 2015; 유수정, 임진숙, 2013) 등의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경오와 박미화(2021)의 연구를 제외하고 직무 스트레스는 

대부분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직무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가 낮고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할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기욱, 최모나, 2019; 현혜진 등, 2016). 그 외에도 대학생의 생

활 스트레스(김정숙, 강숙. 2020; 최윤숙, 김미영, 2020)와 학업 스트레스(박지현, 김은희,

2017; 임재란 등, 2020)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의 연구에서 모두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주애란(2011)의 연

구에서는 가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를 가족 스트레스의 순기능으로 해석하였다.

2.2.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의 관계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연구는 취업 여부에 따라 비교하거나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

구가 있었다(백희정, 2014; 이혜경, 2015). 백희정(2014)은 취업한 어머니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정신 건강상태를 제시하였으며, 이혜경(2015)의 연구에서는 

행위와 관련된 긍정적 감정, 높은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 적절한 여가시간, 지각된 건

강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주위의 도움과 지원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건

강증진행위를 증진 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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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는 다양한 집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스

트레스를 변인으로 하여 연구되어왔지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행위 관련 연구는 

극히 드물었고, 특히 스트레스의 종류 중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3. 지지자원

3.1.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197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된 개념으로, 연구자들에 따

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 House(198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대인관계를 가리키며,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는데,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

적 지지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정서적 지지는 공감, 사랑, 신뢰 및 배려 등의 행위를 의미

하며, 물질적 지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의 지지 및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조언, 제안 및 정보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및 건강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해왔다. 그 

중,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

스와 사회적 지지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김종한, 2012; 양진희, 2016; 엄세진, 2014;

전은다, 김민주, 2019).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완

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청소

년(김현옥 등, 2015), 대학생(박성언, 김사형, 2016; 우복진, 이혜경, 2019; 이경임, 2020), 중년

(김지현 등, 2017; 허제은 등, 2015), 노인(강현욱, 김지태, 2009; 김덕중, 오태한, 2019)의 사

회적 지지가 각각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행

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든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실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숙과 정종희(2020)는 북한 이

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

고 하였고, 장선아와 고정훈(2021)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노인의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

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이 둘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이송흔, 2017; 조성희, 2015),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나 건강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2. 배우자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직·간접적으로 완

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김윤미 등, 2013; 박주희, 2015; 손수민, 2012; 정은영, 강민

주, 2015; 현정환, 2020). 현정환(2020)은 배우자의 양육 지지와 심리적 지지가 어머니뿐만 아

니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또한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하였고,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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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지와 회복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연구(강지영, 서은영, 2015)에서 배우자 지지가 

높았던 환자는 회복력도 높게 나타나, 배우자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중재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지지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산후 우울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도 하였으며(양지운, 정인숙, 2018),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격

려하는 방식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최윤희, 문혁준, 2016).

한편,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크다고 하였는데(김동진 등, 2018; 이인정, 김미영, 2014; 전효정, 고은

경, 2018), 전은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갈등은 또한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및 배우자와의 관계는 상호 밀접한 연

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일-가정 양립제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일-가정 양립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변화한 현대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이

다. 일-가정 양립제도의 유형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 내 어린이

집, 보육 수당 등) 근무 형태와 시간 조절(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정시퇴근, 가족 친화 직장교육 실시, 근로자 상담제도, 장기

근속휴가, 가족 돌봄 휴직, 가족 초청행사, 가족 건강검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등이 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에 발생하는 일-가정 역할갈등은 가정생활 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문선희, 2013)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김연하, 2019; 박주희,

2015). 문선희(2013)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직장 내 보육 시설 제공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탄력근로제와 시차출퇴근 제도는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한영선과 정영금(2014)은 전일제 근무자에 비해 시간제 근무자에게서 

일-가정 갈등 정도가 감소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공받는 직장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일-가정 갈등이 낮다고 하였다.

정유진과 전귀연(2014)은 취업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제도 중 경제적 지원제도의 시

행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가족친화제도는 없었다고 하였다. 유연근무제도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전

은다, 김민주, 2019)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시행할수록 양

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박주희(2018)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도움이 취업한 어머니

의 일-가정 갈등과 심리적 복지감을 조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제

도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이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시행과 실제적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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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12세 자녀를 한 명 이

상 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이다. 자녀와 동거하면서 자녀 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직장과 가정

에서 다중역할부담을 경험하는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직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본 선정은 편의표출법에 근거하였으며,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

요한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기존 연구에서의 설명력 0.21(이혜경, 신은희,

2016), 검정력 95%, 예측요인의 수를 31개로 설정했을 때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82명으로 산출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30명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연구대상 기준에

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1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2월 1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울산대학교 윤

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1040968-A-2021-004)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

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대상자 모집 시 연구목적, 연구 기간, 연구절차 및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한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자료조사가 이루

어졌다. 설문지 첫 화면에서 연구 설명문을 통하여 대상자 모집 시 고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안내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항목을 선택해야 설문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 설

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이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는 연구 대상자

에 한하여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4.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학력, 배우자 유무, 결혼 년 수, 동거 가족 

수, 자녀 수, 자녀 나이, 가정 월 소득, 직업 종류, 직위, 근무 개월 수, 근무 시간, 고용형태,

근무 형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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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 스트레스 척도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 단축형(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Short Form:PSI-4-SF; Abidin, 2012)을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4판 단축형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Short Form: PSI-4-SF; 정경미 등, 2019)을 사용하였다.

PSI-4-SF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 4판 확장형(Parenting Stress Index 4th Edition:

PSI-4; Abidin, 2012)에서 36문항을 선별한 것으로 만 1세에서 12세의 자녀를 둔 부모가 경

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부모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부모의 고통(PD), 부

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는 각각 부모 역할을 감당하며 겪는 부모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관계,

양육을 힘들게 하는 자녀의 까다로운 행동적 특성을 측정한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척도 매뉴

얼(Abidin, 2012)에서 보고된 총 스트레스 점수와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8∼

0.95의 범위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로 나타났다.

3) 건강증진행위 척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Walker et al. (1995)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II (HPLP-II)을 서현미와 하양숙(200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0

문항이며 건강 책임 8문항, 신체활동 8문항, 영양 9문항, 영적 성장 9문항, 대인관계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50-2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94였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로 나타났다.

4) 지지자원

4-1. 배우자 지지

대상자가 인지하는 배우자의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수정과 유성경(2016)이 개발한 일-가

족 양립에 관한 배우자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나의 일에 대한 

존중 6문항, 자녀 양육 및 교육을 공유함 6문항, 가정일의 분담 6문항, 어려움에 대한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4-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에 관해 배우자의 지지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측정된 전체 및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0 ~ 0.93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5로 나타났다.

4-2. 주변인 지지

함께 살지 않는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의 관계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

와 조병은 등(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한국 아동 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11 -

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총 12개 문항이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 아동 

패널의 2007년 예비조사 신뢰도는 Cronbach‘s α= 0.89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93으로 나타났다.

4-3. 제도적 지지

일-가정 양립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제도 혹은 일-가정양립

제도를 이용한 경험을 의미하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제도의 총 건수를 조사하였다. 현행제

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김근주, 2017; 김영옥, 2015;

안재희, 김소영, 2013; 오윤정 등, 2016):

- 휴가/휴직제도: 출산 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여성 육아 휴직제도, 남성 육

아 휴직제도, 가족 돌봄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급 수유 시간, 대체인력풀 

제공

- 유연근무제도: 단시간(시간제) 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제도

- 보육 관련 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수유실 설치, 보육비 지원,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 

- 가족친화관련 제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정시퇴근,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지지자원,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지지자원을 비

교하기 위해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Welch’s test를 실시하였다. 사

후검정방법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만족

하지 않는 경우 Games-Howel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

온 변수들을 통제한 후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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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6.9세(SD=4.27)이고, 최종학력은 대졸이 69.6%(149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15.4%(33명), 대학원졸 이상 10.7%(23명), 고졸 이하 4.2%(9명)

순이었다. 별거, 주말부부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8.1%(210명), 이혼,

사별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9%(4명)으로 대부분 배우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년 수는 평균 8.3년(SD=4.18), 동거 가족 수는 평균 3.6명(SD=0.72)이었으며,

자녀 수의 평균은 1.5명(SD=0.60)이었고,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평균 4.9세(SD=2.86)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종은 관리/사무직이 42.5%(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연구직 

41.1%(88명), 판매/서비스직 11.7%(25명), 기술/숙련직 2.8%(6명), 생산/노무직 1.9%(4명) 순

이었다. 직위는 중간관리자 55.6%(119명), 사원 36.4%(78명), 고위관리자 7.9%(1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현재 직장의 평균 근로 개월 수는 58.9개월(SD=55.13), 주당 근무 시간

은 평균 41.3시간(SD=10.34), 가정 월수입은 평균 700.1만원(SD=505.03)이었다. 대상자의 고

용형태는 정규직이 82.2%(176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직 13.6%

(29명), 임시/일용직 4.2%(9명) 순이었다. 대상자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 근무가 70.1%(150명)

이고 그 외 근무가 29.9%(64명)으로 나타나 전일제 근무자가 더 많았다(Table 1).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180점 만점에 평균 93.3±21.78점, 배우자 지지는 120점 만점에 

89.0±19.11점, 주변인 지지는 60점 만점에 45.8±9.74점, 제도적 지지는 19점 만점에 2.6±2.08

점, 건강증진행위는 200점 만점에 126.3±19.66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지지자원

3.1. 양육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한 결과, 전일제 근무자(95.8±21.93)가 그 외 근무자(87.6±20.48)보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57, p=.011). 직종의 경우 기술/숙련(105.5±25.49), 관리/사무

(97.3±22.13), 판매/서비스(93.0±19.56), 생산/노무(92.3±29.69), 전문/연구(88.4±20.76)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고 나타났지만(F=2.43, p=.049), Sheffé 사후검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양육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동거 가족 수(r=-.21, p=.002), 자녀 수(r=-.15, p=.025),

가정 월 소득(r=-.17, p=.015)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가족 수가 

많은 것, 자녀 수가 많은 것과 가정 월 소득이 높은 것이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과 관련

이 있었고, 근무 시간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r=.25, p<.001) 근무 시간이 긴 것과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 관련이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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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or n(%) Min Max

Age 36.9 ± 4.27 28 58

Education

≦ High school 9 (4.2)

College 33 (15.4)

University 149 (69.6)

> University 23 (10.7)

Spouse Yes 210 (98.1)

4 (1.9)No

Marriage period (year) 8.3 ± 4.18 1 30

Number of family 3.6 ± 0.72 2 7

Number of child 1.5 ± 0.60 1 4

Age of the youngest 4.9 ± 2.86 1 12

Occupation

Production/labor 4 (1.9)

Technician 6 (2.8)

Manager/officer 91 (42.5)

Sales/service 25 (11.7)

Professional/researcher 88 (41.1)

Position

Staff 78 (36.4)

Middle manager 119 (55.6)

Senior manager 17 (7.9)

Working period (month) 58.9 ± 55.13 1 240

Working hours (hours/week) 41.3 ± 10.34 8 84

Family income (10,000won/month) 700.1 ± 505.03 90 5600

Employment
type

Temporary/daily worker 9 (4.2)

Contract worker 29 (13.6)

Regular worker 176 (82.2)

Working 
pattern

Full time 150 (70.1)

Others 64 (29.9)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index(PSI) 93.3 ± 21.78 42 153 36-180 -0.061 -0.585

Spouse support(SS) 89.0 ± 19.11 24 120 24-120 -0.640 0.905

Community support(CS) 45.8 ± 9.74 12 60 12-60 -0.633 1.036

Institutional support(IS) 2.64 ± 2.08 0 11 0-19 1.489 2.024

Health promotion behavior(HPB) 126.3 ±19.66 70 196 50-200 -0.177 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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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r(p)

Age -.03 (.700)

Education

≦ High school 88.6±14.87

1.22 (.302)
College 91.7±21.51

University 95.0±22.42

> University 86.7±19.54

Spouse
Yes 93.2±21.91

-0.53 (.600)
No 99.0±15.08

Marriage period(year) -.13 (.052)

Number of family -.21 (.002)

Number of child -.15 (.025)

Age of the youngest -.09 (.210)

Occupation

Production 92.3±29.69

2.43 (.049)

N/A

Technician 105.5±25.49

Officer 97.3±22.13

Service 93.0±19.56

Professional 88.4±20.76

Position

Staff 88.2±20.86

2.81 (.062)Middle manager 96.5±21.32

Senior manager 90.4±26.63

Working period (month) -.01 (.914)

Working hours (hours/week) .25 (<.001)

Family income (10,000won/month) -.17 (.015)

Employment

type

Temporary 97.0±23.13

2.91 (.057)Contract 84.4±20.76

Regular 94.6±21.66

Working

pattern

Full time 95.8±21.93
2.57 (.011)

Others 87.6±20.48

N/A=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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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증진행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고, 직위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Welch’s test를 통해 평균 차이

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고위관리자(130.4±19.54), 중간관리자(129.4±17.17), 사원(120.5±22.03)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4.75, p=.014), Games-Howell 사후검정 결과 사원 집단이 

중간관리자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고용형태의 경우 계약직

(127.6±21.73), 정규직(126.9±19.12), 임시/일용직(108.9±16.8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Sheffé 사후검정 결과 임시/일용직이 계약직과 정규직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r=.22,

p=.001), 가정 월 소득(r=.16, p=.023)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녀의 나이가 많은 것과 

가정 월 소득이 높은 것은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Table 4).

3.3. 배우자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89.8±18.14)가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48.0±27.14)보다 배

우자 지지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89.9±17.98), 계약직(89.0±19.91), 임시/

일용직(72.6±30.7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heffé의 사후검정 결과 임시/

일용직이 계약직과 정규직보다 배우자 지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4. 주변인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변인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비전일제 근무자(48.4±10.47)가 전일제 근무자(44.8±9.23)보다 주변인 지지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근무 시간이 긴 것과 주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낮은 것(r=-.19,

p=.005)은 관련이 있었다(Table 5).

3.5. 제도적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도적 지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최종학력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Welch’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졸 이상(4.0±2.42), 대졸(2.7±2.13), 전문대졸(1.9±0.91), 고졸 이하(1.7±1.50)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Games-Howell 사후검정에서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일-가

정 양립제도 이용 경험이 적고, 전문대졸이 대졸과 대졸 이상보다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2.8±2.06), 계약직(2.3±2.19), 임시/일

용직(1.0±1.1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heffé의 사후검정 결과 임시/일용직

이 정규직보다 제도적 지지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기간(r=.14,

p=.044)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근무 시간(r=-.16, p=.022)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근무 기간이 긴 것과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경험이 많은 것, 근무 시간이 긴 

것은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경험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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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r(p)

Age .10 (.148)

Education

≦ High school 114.7±18.15

1.29 (.297)
College 125.3±25.41

University 127.1±18.12

> University 126.5±20.29

Spouse
Yes 126.4±19.67

0.82 (.412)
No 118.3±19.94

Marriage period(year) .10 (.128)

Number of family -.06 (.364)

Number of child -.10 (.134)

Age of the youngest .22 (.001)

Occupation

Production 117.5±24.47

1.52 (.198)

Technician 127.3±30.18

Officer 127.7±19.68

Service 118.0±19.12

Professional 127.5±18.57

Position

Staff 120.5±22.03a

4.75 (.014)

a<b†
Middle manager 129.4±17.17b

Senior manager 130.4±19.54c

Working period (month) -.13(.060)

Working hours (hours/week) -.03(.641)

Family income (10,000won/month) .16(.023)

Employment

type

Temporary 108.9±16.87a

3.78(.024)

a<b,c‡
Contract 127.6±21.73b

Regular 126.9±19.12c

Working

pattern

Full time 126.4±19.59
0.16(.873)

Others 125.9±19.97
†Games-Howell test; ‡S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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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Supporting Resour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S CS IS

Mean±SD t/F/r(p) Mean±SD t/F/r(p) Mean±SD t/F/r(p)

Age .08 (.247) .01 (.891) .02 (.734)

Education

≦ High school 79.2±24.59

1.42 (.239)

48.0±11.42

1.74 (.161)

1.7±1.50a

8.27 (<.001)

a<d, 
b<c,d†

College 91.6±19.59 48.0±8.48 1.9±0.91b

University 88.4±18.05 44.9±9.38 2.7±2.13c

> University 93.2±22.29 48.4±12.33 4.0±2.42d

Spouse
Yes 89.8±18.14

4.53 (<.001)
45.8±9.79

-0.40 (.693)
2.6±2.07

0.14 (.892)
No 48.0±27.14 47.8±7.14 2.5±2.52

Marriage period(year) .07 (.310) .01 (.920) .01 (.893)

Number of family .13 (.053) .12 (.074) .09 (.206)

Number of child .07 (.321) .08 (.244) .02 (.828)

Age of the youngest .00 (.968) -.04 (.527) -.11 (.118)

Occupation

Production 57.8±37.68

1.65 (.214)

38.0±20.33

2.47 (.092)

0.8±0.96

1.44 (.221)

Technician 94.5±12.01 42.2±6.80 2.0±0.89

Officer 89.4±16.93 44.6±8.23 2.8±2.06

Service 84.0±15.75 43.7±12.78 2.2±2.10

Professional 91.1±20.33 48.3±9.34 2.7±2.14

Position

Staff 88.4±22.07

0.32 (.725)

47.7±10.44

2.19 (.115)

3.0±2.48

1.56 (.221)Middle manager 89.8±17.43 44.8±8.87 2.5±1.80

Senior manager 86.3±16.24 44.5±11.50 2.2±1.78

Working period (month) .01 (.907) -.05 (.429) .14 (.044)

Working hours(hours/week) -.11 (.105) -.19 (.005) -.16 (.022)

Family income 
(10,000won/month)

.06 (.357) .08 (.242) -.05 (.492)

Employment
type

Temporary 72.6±30.72a

3.594(.029)

a<c‡

44.4±13.29

1.07 (.344)

1.0±1.12a

3.55 (.031)

a<c‡
Contract 89.0±19.91b 48.2±10.21 2.3±2.19b

Regular 89.9±17.98c 45.5±9.46 2.8±2.06c

Working
pattern

Full time 89.6±19.08
.65 (.515)

44.8±9.23
-2.55 (.011)

2.6±2.08
-0.36 (.718)

Others 87.7±19.28 48.4±10.47 2.6±2.00

    SS=Spouse Support; CS=Community Support; IS=Institutional Support; †Games-Howell test; ‡S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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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지지자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Table 6).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r=-.24, p<.001), 배우자 지지(r=-.49, p<.001), 주변인 지지

(r=-.61, p<.001), 제도적 지지(r=-.16, p=.019)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건강증진행위가 적은 것, 배우자 지지, 주변인 지지,

제도적 지지가 낮은 것이 관련이 있었다.

건강증진행위는 배우자 지지(r=.35, p<.001), 주변인 지지(r=.35,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즉, 건강증진 행위가 많은 것은 배우자 지지와 주변인 지지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배우자 지지는 주변인 지지(r=.62, p<.001), 제도적 지지(r=.19, p=.005)와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N=214)

Variables
PSI HPB SS CS IS

r(p) r(p) r(p) r(p) r(p)

PSI 1

HPB -.24 (<.001) 1

SS -.49 (<.001) .35 (<.001) 1

CS -.61 (<.001) .35 (<.001) .62 (<.001) 1

IS -.16 (.019) .04 (.534) .19 (.005) .11 (.124) 1

PSI=Parenting Stress Index;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SS=Spouse Support; 
CS=Community Support; IS=Institutional Support.

5.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효과

5.1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직위, 가정 월 소득,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

를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상관

계수는 모두 0.8 이하였고, 공차 한계가 0.1 이하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

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이용하였으며 1.98로 자기 상관이 없었고, 잔차 분석 결과 정규성 가정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가면 건강증진행위가 0.2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3, p=.001) 모형 설명력

은 12.7%였다(F=7.20, p<.001).

2단계에서는 배우자 유무,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스가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으며, 자기

상관이 없고,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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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가면 배우자의 지지가 0.49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0.49, p<.001) 모형 설명력은 33.2%였다(F=36.26, p<.001).

3단계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직위, 가정 월 소득,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

스와 배우자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

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배우자의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3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9.7%였다(F=9.70, p<.001). 즉, 양

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Table

7-1, Figure 2).

Table 7-1. Medi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N=214)

Step 1†

Dependent variable: HPB

Step 2‡

Dependent variable: SS

Step 3†

Dependent variable: HPB

ß t p ß t p ß t p

PSI -0.23 -3.47 .001 -0.49 -8.72 <.001 -0.07 -0.92 .361

SS 0.32 4.37 <.001

adj. R2 0.13 0.33 0.20

F 7.20 36.26 9.70

p <.001 <.001 <.001

PSI=Parenting Stress Index; SS=Spouse Support;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Age of the  
youngest, Position, Family income, Employment type(control variables); ‡Spouse, Employment 
type(control variables).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Spouse Support

5.2 주변인 지지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직위, 가정 월 소득,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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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가

면 건강증진행위가 0.2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3, p=.001) 모형 설명력은 

12.7%였다(F=7.20, p<.001).

2단계에서는 근무 시간, 근무 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스가 주변인 지지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었고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은 2.06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므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가면 주변인의 지지가 0.60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0.60, p<.001) 모형 설명력은 37.1%였다(F=42.94, p<.001).

3단계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직위, 가정 월 소득,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

스와 주변인 지지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

정하였고,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건강증

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변의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β=0.3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1.1%였다(F=10.52, p<.001). 즉,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

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주변인의 지지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Table 7-2, Figure 3).

<Table 7-2>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upport                       (N=214)

Step 1†

Dependent variable: HPB

Step 2‡

Dependent variable: CS

Step 3

Dependent variable: HPB

ß t p ß t p ß t p

PSI -0.23 -3.47 .001 -0.60 -10.63 <.001 0.01 0.06 .951

OS 0.38 4.82 <.001

adj. R2 0.13 0.37 0.21

F 7.20 42.94 10.52

p <.001 <.001 <.001

PSI=Parenting Stress Index; CS=Community Support;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Age of the youngest, Position, Family income, Employment type(control variables); ‡Working 

  hours, Working pattern(control variables).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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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도적 지지의 매개효과

1단계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직위, 가정 월 소득,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

레스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

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1점 올

라가면 건강증진행위가 0.23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23, p=.001) 모형 설명력은 

12.7%였다(F=7.20, p<.001).

2단계에서 학력,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고용형태를 통제한 후 양육 스트레스가 제도적 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독립변수인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제도적 지지에 

유의하지 않아 3단계 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도적 지지는 양육 스트

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3).

Table 7-3. Mediating Effect of Institutional Support                         (N=214)

Step 1†

Dependent variable: HPB

Step 2‡

Dependent variable: IS

Step 3

Dependent variable: HPB

ß t p ß t p ß t p

PSI -0.23 -3.47 .001 -0.12 -1.77 .078 -0.22 -3.27 .001

IS 0.05 0.67 .506

adj. R2 0.13 0.15 0.13

F 7.20 8.24 6.06

p <.001 <.001 <.001

PSI=Parenting Stress Index; IS=Institutional Support; HPB=Health Promotion Behavior; †Age of 
the youngest, Position, Family income, Employment type(control variables); ‡Education, Working 
period, Working hours, Employment type(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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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지지자원인 

배우자 지지, 주변인 지지, 제도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지자원은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변인들 중에

서 생태학적 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미시체계에서부터 거시체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의 지지,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지인

의 지지, 조직의 제도적 지지로 나누어 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직

종과 근무 형태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학력, 고소득 

직장여성의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문선희, 2013; 한영선, 정영금, 2014)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연은모, 최효

식, 2014; 정은영, 강민주, 2015)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근무자가 그 외 

근무자에 비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타인에게 자녀를 맡겨야 하는 시간이 시간제 

근무(반나절)나 교대근무, 프리랜서에 비해 더 길기 때문에 김민정 등(2020)의 연구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자녀를 직접 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시간이 적은 데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일제 근무 부모가 파트타임 근무 

부모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는 현정환(2020)의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인

데, 이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대상자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만을 살펴보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종이나 근무 형

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들이 적고, 기존의 연구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내고 있기 떄문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직위와 고용형태가 있었다. 직위에서 평

사원의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대리/과장급보다 낮은 것은, 직위가 낮을수록 직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

위가 낮다는 선행연구들(김미애, 서남숙, 2020; 김미정, 2015; 김정숙, 김춘자, 2016; 김현.

2020; 류기욱, 최모나, 2019; 유수정, 임진숙, 2013; 장유민, 박주영, 2018; 한혜진 등, 2016)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고용형태의 경우 임시/일용직이 계약직과 정규직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여가시간이 적을 때 보다 많은 경우에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았다

는 이혜경(2015)의 연구결과에 따라 임시/일용직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계획적으로 시

간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삶의 패턴으로 인해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지지는 배우자가 없을 때 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의 점수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

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존재 유무가 배우자의 지지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배우자 지지점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임시/일용직이 계약직과 정규직보다 배우자 

지지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아진다는 연은모와 

최효식(2014)의 연구결과에 따라 임시/일용직의 낮은 직무만족도가 부부갈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배우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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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근무 형태에 따른 주변인 지지점수는 전일제 근무자가 그 외 근무자보다 낮았는

데, 이는 전일제 근무자가 그 외 근무자에 비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장 

동료 외에 주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승호, 박미진, 201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고용형태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이 있고, 생산직

의 근무환경 특성상 휴직이나 휴가 등의 제도 이용보다 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따

라(백경미, 2014), 학력이 낮을 경우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또한 고용 구조상 비

정규직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한 백경미(2014)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며, 제도의 주 이용자가 정규직이므로 임시/일용직에 비해 이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해

석된다.

둘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 주변인 지지, 제도적 지지, 건강증진행위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하였다. 그 결과 양육 스트레

스와 배우자 지지 및 주변인 지지, 제도적 지지, 건강증진행위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배우자 지지 및 주변인 지지와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

치한다(김윤미 등. 2013; 김종한, 2012; 박주희, 2015; 손수민, 2012; 양진희, 2016; 엄세진,

2014; 전은다, 김민주, 2019; 정은영, 강민주, 2015; 현정환, 2020).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김정숙, 강숙. 2020; 김현. 2020; 서남숙, 2020; 임재

란 등, 2020)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지지와의 관계는, 취업모의 양육 스

트레스에 가족친화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고 제시한 정유진과 전귀연(201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건강증진행위는 배우자 지지 및 주변인 지지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배우자 지지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강

지영, 서은영, 2015; 양지운, 정인숙, 2018)을 지지하며, 주위의 도움이 많을수록 건강증진행

위 정도가 높았다는 이혜경(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배우자 지지는 주변인 지지와 제도적 지지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변인 지지와의 

관계는 김선미(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사회적 지원의 정

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엄세진(2014)과 배우자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

시한 박길순(202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배우자 지지와 제도적 지지의 관계는 박주희

(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인지와 부부의 지지 태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양명천(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동거 가족 수, 자녀 수, 가정 월 소득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손

수민, 2012; 한영선, 정영금,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근무 시간과 양육 스트레스 간에 

나타난 정의 상관관계는 전일제 근무자가 그 외 근무자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건강증진행위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및 가정 월수입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어머니 본인에게 돌볼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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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정, 2014; 이혜경, 2015). 가정 월 소득 또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주관적 경제 

수준과 신체적 건강증진행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전려홍과 서미혜(201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중년 후기 여성이 경제 상태에 만족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다는 이은정과 성미혜(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주변인 지지와 근무 시간과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전일제 근무자가 그 외 근무자보다 주변

인 지지점수가 더 낮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도적 지지는 근무 기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근무 시간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

데, 이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기회가 많고, 근무 시간이 긴 것

은 일-가정 양립제도 중 근무 형태나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의 미이용을 반영한 결과로 해

석된다.

마지막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에서 지지자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배우자 지지와 주변인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와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배우자 지지와 주변인 지지의 매개효과 2단계 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배우자 

지지와 주변인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

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양진희(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증가하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따라(김동진 등, 2018; 이인정, 김미영, 2014)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지면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그 결과 배우자 지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능력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김자경, 신보희, 2019; 서의

석, 김미숙, 202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를 회피하거나 소원해짐으로써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현재까지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그 유의성이 나타난 바 있다(노인

숙, 정종희, 2020). 즉,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써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양

육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에 직접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신체·정신적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eLue, R et

al., 2015). 즉,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면 불건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방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양육 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정유진과 전귀연(2014)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

이다. 하지만 제도의 수에 비해 대상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 경험이 3개 미만으로 매

우 적고 한국의 조직문화 특성상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정현, 탁

진국, 2020)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

한 간극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과 이용이 불완전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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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직장여성을 모집하였지만, 표본을 편의 

추출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간적 선후 관

계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였으며, 일과 가

정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여성의 건강증진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배우자 및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배우자 및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를 매개하여 건강증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따라서 직장여성의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와 주위의 사회적 지

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에서 더욱 다양한 영향요인을 밝히

기 위해 직장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때 겪는 어려움과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와 반복된 실증 연구를 

통하여 심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서 충분

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배우자 지지가 직장여성의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

으므로, 배우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이 양육 스트레스나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에 비하여 이용 경험이 현저하

게 낮은 것으로 보아 제도의 시행과 정착에 아직도 큰 괴리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

라서 일-가정 양립제도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용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도록 일-가정 양립제도를 

수정 보완 및 평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자보건 및 가족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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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양육 스트레스

※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자녀에 대해

생각하면서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다.

2. 아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생각보다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4.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로운 일이나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거의 할 수

가 없다고 느낀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내 옷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7. 내 삶에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꽤 많다.

8. 아이가 있다는 것은 배우자/양육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9. 나는 친구도 없고, 혼자라고 느낀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내가 모임을 즐길 것이라고 기대

하지 않는다.

11. 나는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12. 예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13. 우리 아이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14. 내가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별

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6. 때때로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적이고 쉽게 속상해 한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

지 않은 것 같다.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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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

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어려워하

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

22. 내가 느끼기에 나는(아래 보기 중 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①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②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③ 보통의 부모이다. ④ 보통의 부모보다 조금 낫다.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23. 기대했던 만큼 아이에게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가

지지 못해 힘들다.

24. 가끔씩 내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못된 행동을

한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울고 더 짜증

을 내는 것 같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다.

27. 나는 우리 아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낸다고 느낀다.

28. 우리 아이는 항상 내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29.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매우

크게 반응한다.

30. 우리 아이는 놀 때 키득거리거나 웃는 일이 별로 없

다.

31. 우리 아이의 식사나 수면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생각

보다 훨씬 어려웠다.

32.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래 보기 중 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① 생각보다 풜씬 더 쉽다고 느낀다. ② 생각보다 약간 더 쉽다고 느낀다.

③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다고 느낀다. ④ 생각보다 약간 더 힘들다고 느낀다.

⑤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느낀다.

33. 아이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개 정도 된다(예, 게으르거나, 과잉활동을 하거나, 울거나, 칭얼

대거나,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①10개 이상 ②8~9개 ③6~7개 ④4~5개 ⑤3개 이하

34. 우리 아이는 몇가지 일들로 나를 몹시 성가시게 한다.

35.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

3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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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행위

※ 다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에 대한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지 해당하는 항목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의 문제와 관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2.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비정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의사, 약사, 간호사와

의논한다.

4. 계획하여 운동을 수행한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6.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

7.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 칭찬을 잘 한다.

8. 설탕과 당분함유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9. 건강증진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글을 읽는

다.

10.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2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한

다(예: 활기찬 산책, 자전거타기, 에어로빅이나 춤, 계단

오르기)

11. 매일 일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12.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13. 의미 있고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14. 나는 하루에 밥을 세끼는 먹는다.

15. 의사, 약사, 간호사의 교육내용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

면 질문한다.

16. 경하거나 중정도의 신체활동을 한다. (예: 일주일에 5번

이상, 30-40분 정도의 산책)

17. 나의 삶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1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19. 가까운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20. 매일 규칙적으로 과일을 먹는다.

21. 나는 의사, 약사, 간호사의 충고에 의문이 있을 때 다른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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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2. 취미, 오락 시간을 갖고 신체적인 활동을 한다.(예: 수

영, 춤, 자전거타기).

23. 잠들기 전에 즐거운 생각을 한다.

24. 만족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25. 다른 사람에게 관심, 사랑, 따뜻함을 잘 표현 한다.

26. 매일 채소를 충분하게 먹는다.

27.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근육신전 운동을 한다.

28.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29.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30.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지낸다.

31. 매일 우유, 요구르트, 베지밀을 2-3회 먹는다.

32.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신체적인 변화나 위험신호를 알기

위해 나의 몸을 관찰한다.

33.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한다(예: 엘리베이터 대신 계

단 이용하기)

34.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에 균형이 있다.

35. 매일 흥미와 즐거움을 찾는다.

36.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37. 고기나 생선을 적당량 먹는다.

38. 나를 잘 돌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의사, 약사, 간호사에

게 정보를 구한다.

39. 운동은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한다.

40. 매일 15-20분동안 이완이나 명상을 한다.

41.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42. 상품화된 식품은 영양소, 지방, 염분의 성분표시를 읽고

산다.

43.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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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44.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운동을 한다.

45. 피곤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한다.

46. 나보다 더 큰 어떤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47.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한다.

48. 아침을 먹는다.

49. 필요하면 상담이나 지도를 받는다.

50.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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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지지

※ 다음 문항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면서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정도를 해당하는 항목

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는 나의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2. 배우자는 나의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3. 배우자는 나의 일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 배우자는 내가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의 일을 인정해준다.

5. 배우자는 내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6. 배우자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준다.

7. 배우자는 자녀양육 및 교육방식에 관한 나의 걱정을

함께 나눠준다.

8. 배우자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

식을 제공해준다.

9. 배우자는 육아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침을 준다.

10. 배우자는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챙긴다.

11. 배우자는 내가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

12. 배우자는 나의 육아방법을 존중해준다.

13. 내가 바쁠때, 배우자는 스스로 가정 일을 대신해준다.

14. 배우자는 사소한 집안일들을 도와준다.

15. 내가 아플 때, 배우자는 알아서 가정 일을 도와준다.

16. 배우자는 집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

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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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배우자는 기꺼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한다.

18. 배우자는 가정에서 내가 잊거나 놓친 부분들을 알아

서 처리한다.

19. 배우자는 내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함

께 나눠준다.

20. 배우자는 내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의 일로 걱정할 때

나를 안심시켜준다.

21. 내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의 일로 힘들어 할 때 배우

자는 나를 걱정해준다.

22. 내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배우자는 귀담아 들어준다.

23. 배우자는 내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24. 배우자는 내가 직장 혹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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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인 지지

다음은 귀댁에 함께 살지 않는 친가, 외가 식구, 친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할 때 빌려 준다.

3. 특별한일이없어도서로자주방문하거나전화한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6. 큰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

준다.

7. 중요한 일(주택 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8.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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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지지

국가 혹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입니다. 아래 항목 중 귀하께서 이용하셨던 제도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시오.

(없을 경우 생략)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① 단시간(시간제) 근로제도 ② 시차 출퇴근제도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④ 재택근무/스마트워킹제도 ⑤ 출산전후 휴가제도 ⑥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⑦ 여성 육아휴직제도 ⑧남성 육아휴직제도 ⑨ 직장 내 보육시설

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⑪ 가족 돌봄 휴직제도 ⑫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⑬ 정시 퇴근 ⑭ 수유실 설치 ⑮ 유급 수유시간

⑯ 대체인력풀 제공 ⑰ 보육비 지원

⑱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정보, 가족수당 등)

⑲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직원 가족 프로그램, 가족의 날 운영,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⑳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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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하시는

항목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 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졸 이상

3. 현재 귀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 있음 (별거, 주말 부부 포함) ② 없음 (사별, 이혼 포함)

4. 귀하의 결혼 년도는 언제입니까?

( ) 년

5. 현재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 ) 명

6. 현재 귀댁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 명

7. 현재 귀댁에서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는 몇 살 입니까?

만 ( ) 세

8. 귀댁의 월 가구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며, 각종 세금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

평균 ( ) 만원

9. 귀하의 직업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기에 적절한 응답이 없을 시,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생산·노무직 ② 기술·기능·숙련직 ③ 관리·사무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전문·연구직 ⑥ 기타 ( )

10.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기에 적절한 응답이 없을 시,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평사원 ② 대리·주임·과장 ③ 차장·팀장 ④ 부장 이상 ⑤기타(

)

11.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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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주 ( ) 시간

13. 귀하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보기에 적절한 응답이 없을 시,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임시·일용직 ② 계약직 ③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④ 기타 (　　 )

14. 귀하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기에 적절한 응답이 없을 시,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전일제 근무(종일) ② 시간제 근무(반나절) ③ 교대 근무 ④ 프리랜서(자유롭게)

⑤ 기타 ( )

*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01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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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renting stres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working wome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upporting resources. Supporting resources were set as spouse support, 

community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ort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cological system theor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214 

female workers residing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nd having at 

least one child aged 1-12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online from February 

19, 2021 to February 28,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program to understand the level and correl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variable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ignificantly from univariate analysis, Step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s: The negativ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ommunity suppor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crease the social support of 

working women's spouses and people around them in order to increase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working women.

Key words; Parenting, Stress; Health promotion; Social support; Spouses;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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