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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

장  은( 앙  부교수)․김 희 진( 앙  석사)

Ⅰ. 연구목

우리 사회는 취업여성의 꾸준한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이 중 기혼취업여성의 비율도 증가하

고 있는데,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6%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취업여성 중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직장인, 아내, 주부, 그리고 부모

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양육을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다(강기정ㆍ박수선, 2007). 또한 취업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들 간의 

조화로움 또는 갈등은 그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Bullers(1994)

에 따르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있어, 역할의 질이 단순히 역할의 수보다 더 유의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여성이 직장인, 주부, 어머니로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

움과 스트레스적 반응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로부터 얻

을 수 있는 경험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역

할 중 직장 내에서 수행하는 직업역할의 질에 따라 취업모가 느끼는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안녕

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역할경험이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자녀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다중역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초기에는 역할 충돌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왔지만 최근에

는 역할 조화(role balance), 역할 통합(role integration)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Burke, 2004). 특히 취업한 기혼 여성의 다중역할에 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

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초기 연구의 시작은 개인이 역할 수행에 있어 활용할 수 있

는 총 자원의 양은 고정적이고 한정적이므로 하나의 역할 수행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자원을 감소시켜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른바 ‘결핍가설(scar-

city hypothesis)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 구조는 과도한 역할 가중을 양산하고 있으며, 개인에

게 부여되는 역할은 점차 증가한다고 하였다(Baruch & Barnett, 1986; Marks, 1977). 이러한 관점

에서는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개인의 에너지 

총량이 부족해지고, 역할의 배분과 관련하여 갈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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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핍 가설과는 다른 입장에서 여성의 다중역할을 해석하는 이론이 ‘강화 가설(enhance-

ment hypothesis)’인데, 이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비용(cost)보다는 사회적 지위, 명예, 높은 

자존감 등과 같이 역할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benefit)에 주목한다(Baruch & Barnett, 1986).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각각의 역할은 그 자체로 전체 역할 조직 시스템과는 별개의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예컨 , Barnett, Marshall, Raudenbush & 

Brennan(1993)은 직업인 역할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였고, Pietromonoco, Manis & Frohardt(1984)는 여성이 갖는 역할이 증가

할수록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만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직업 역할에 한 적

응 수준,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한 적응 수준이 높으면 자아 정체감(정체감 유예, 목표지향성, 

정체감 혼미, 친 성, 자기수용, 주도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복희 외, 2010).

그러나 위와 같은 두 관점 모두 단순히 역할의 수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

으며, 이에 Baruch & Barnett(1986)은 확장가설(expansion hypothesis)을 지지하며 ‘역할의 질’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에서는 어떤 사람이 갖는 역할과는 관계없이 효용이 비용을 초

과하는 순이익을 가정하며 특정한 역할을 취득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각각의 역할의 경험의 

질은 단순히 그 역할들을 합한 개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의 질은 그 역할에 한 주관적 경험과 그 역할의 객관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박은옥, 전경자, 김화중, 1999). Baruch & Barnett(1986)는 

역할의 질은 각각의 역할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질로서 각 역할에 한 경험이 지니는 긍정

적 측면(reward : 보상)과 부정적 속성(concerns : 부담)간의 차이 혹은 균형이라고 보았다. 이는 

역할 균형(role balance)과 관련된 개념으로, 역할이 줄 수 있는 두 가지 속성 간의 균형이 심리

적 상태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역할의 보상 수준이 부담 수준보다 우위에 있을 때 역할의 

질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신희와 양은주(2012)는 다중역할의 질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을 나

누고 이들 집단의 심리적․환경적 특징을 비교하였는데, 다중역할의 질이 낮은 집단일수록 삶

에 한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았으며, 역할의 질이 높은 집단에서는 삶에 한 만족감이 

높고, 일․가정 균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정환경적인 측면에서 역할의 질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에 비해 가사와 양육에 한 본인 부담비율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

는데, 이는 전반적인 역할의 질이 높으면서 역할에 한 부담이 가족 성원 간에 공평하게 나눠

지면 역할 긴장 및 우울감이 감소하기 때문에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의 성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Greensberger, 

O'Neil, & Nagel (1994)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Greenberger, et al.(1994)에 

따르면, 부모가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타인과의 관계, 도전, 자극 등을 경험한

다고 지각하는 경우 따뜻하고 반응적인, 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자들은 부모의 직업역할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어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있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직업특성의 중요성을 연구해 온 Crouter, et al.(1999)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직장생활의 부담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또는 부모-자녀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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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직장경험은 부모가 지각하는 역할부담

감을 통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선희와 도현심(2007)도 어머니의 직장

경험만족도가 높을 때, 자녀를 하는 양육행동에 있어 온정의 정도가 높음을 밝혔다. 반면 근무

시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더 많은 업무부담을 느끼는 경우 오히려 자녀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보인

다는 연구결과도 있어(Bass, Butler, Grzywacz, & Linney, 2009), 단순히 직장생활의 특성의 객관적

인 지표로 역할부담이나 역할갈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역할의 질이 

심리적 안녕감이나 양육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부

모역할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를 기반으로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외현화되

는 경로를 모델화한 Abidin(1990)의 연구가 있다. 그는 부모의 높은 스트레스가 역기능적인 양육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았고(Abidin, 1992) 이러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부모 애착, 역할 갈등, 부모의 건강 등의 요소와 자녀의 특성을 꼽았다. 경로 모

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Abidin은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배우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개인적인 특

성이나, 양육스트레스에 한 인지, 또는 다양한 양육환경이 중요한 중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고 하였다(Abidin, 1990). 마지막으로, Abidin(1992)은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이전의 모델들이 부모

역할에 한 신념과 양육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간과하였다고 보고 부모의 사회적, 

행동적, 성격적 특성 모두를 고려한 통합 모델을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그가 제시한 모델에

서는 부모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요인들(성격, 직장 및 환경관련 변수, 결혼관계, 일상적 스

트레스 등)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사회적 지지, 부모

역할 유능성, 물질적 자원 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자녀가 있는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직업역할의 질적 수준은 어머니 

본인의 생활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녀를 하는 양육태도 역

시 예측할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이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Ⅲ.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4>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은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양육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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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상

으로 총 159명을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Baruch & Barnett(1986)와 Barnett et al. (1993)가 개발한 역할의 질 척도(Reward and Concern 

Scale; RCS)를 박은옥․전경자․김화중(1999)이 수정․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직

업인 역할 34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34점 ~1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한 경험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Ryff와 Keyes(1995)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를 박서영(2007)이 번안ㆍ수정한 도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점수가 높을수록 인관계, 자아수용성, 환경통제에 

한 자신감 등이 높아 심리적 상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Crase, Clark &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IPBI)를 손

승희(2002)가 수정한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에는 4가지 하위 영역

이 있는데, 온정/합리적지도, 반응성, 한계설정, 적극적 참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총 31문항으로 온정․합리적 지도 14문항, 한계설정 7문항, 반응성 6문항, 적극적 참여 4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

ing)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프로그램으로는 IBM SPSS　AMOS 20.0이 사용되었다. 

Ⅴ. 결과

연구에 참여한 159명의 취업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취업모

의 직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직종은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들의 일일평균근로시간은 7.9시간 (SD = 1.6),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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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N=159

어머니 평균 연령(SD) 38.6(4.0)

학력

고졸 47(29.6%)

문 졸 31(19.5%)

4년제 졸 71(44.7%)

학원 이상 10(6.3%)

월 가구소득

200만 이하 6(3.8%)

201-300만 26(16.4%)

301-500만 69(43.4%)

501-800만 52(32.7%)

801만 이상 6(3.8%)

총 자녀수

체 평균(SD) 1.9(0.6)

1명 33(20.8%)

2명 108(67.9%)

3명 16(10.1%)

4명 이상 2(1.3%)

자녀 평균 연령(SD) 7.8(0.8)

자녀 성별
남자 87(54.7%)

여자 72(45.3%)

자녀 출생순
첫째 는 외동 93(58.5%)

둘째 이하 66(41.5%)

<표 1> 취업모의 인구사회학  특성 (N=159)

구분 명(%)

재 직종

사무직 30(18.9%)

생산직 3(1.9%)

매서비스직 33(20.8%)

문직 64(40.3%)

기타 29(18.2%)

하루 평균 근로시간(표 편차) 7.9(1.6)

월 평균 근로소득

200만 미만 77(48.4%)

201-300만 48(30.2%)

301-500만 31(19.5%)

501-800만 2(1.3%)

800만 이상 1(0.6%)

<표 2> 취업모의 직업 련 특성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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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취업모

M SD

직업역할경

험

체 34 3.5 0.5

업무스트 스 6 2.7 0.7

부정  인 계 7 2.0 0.7

정  인 계 6 3.6 0.6

안정성 5 3.5 0.7

자율성 5 3.4 0.8

보수 5 3.0 0.7

생활만족도 5 3.0 0.8

심리  안녕감 44 3.4 0.4

양육

행동

온정합리 14 3.9 0.5

한계설정 7 3.7 0.5

반응성 6 3.9 0.5

극 참여 4 3.5 0.6

<표 3> 측정 변인의 일반  경향

<표 3>은 구조방정식모델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Figure 1은 연구문제를 개념화한 모델의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연구모델은 주어진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델적합도 지수

가 바람직한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 111.79(51), p<.001, CFI = .905. TLI=.86, 

RMSEA=.087이었다. 

취업모 

직업역할경험
양육행동

심리  안녕감

생활만족도

업무스트 스

자율성

안정성

부정  

인 계

정  

인 계

온정

보수

한계설정

극  참여

반응성

.35***

.33***

.48***

.50***

.18

<Figure 1>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측하는 직업역할, 심리  안녕감, 생활만족도의 

향에 한 모델
χ2 = 111.79(51), p<.001, CFI = .905. TLI=.86, RMSEA=.08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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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β =.35, p<.001),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3, p<.001). 또한 높은 

생활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48, p<.001).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

은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심리적 안녕감이라는 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직업역할경험은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며, 이에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취

업모의 직업역할경험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업역할의 질이 양육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 간에 존재하는 경로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

을 두었다.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감을 선정하고, 그 경로의 유의성과 개념적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직업역할경험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어머니

의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 간에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의 

직업역할경험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Baruch & Barnett(1986)가 역할의 수보다 역할의 질이 심리적 만족도를 예측한

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단순히 역할의 수에 따라 취업 또는 비취업으로 어머니를 분류하

고, 그들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으리라 가정하는 연구보다, 취업 또는 비취업의 구분과는 별개

로 각 역할 내에서 경험하는 역할의 질에 따라 심리적 건강성과 행동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어머니의 직장경험과 양육행동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이선희ㆍ도현

심, 2007; Greenberger, et al., 1994)에서 한발 나아가 그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를 밝혔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업역할과 관련된 경험은 남편의 지지도, 자녀 연령, 가사노동 조력자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들 변인들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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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

이 재 림(성균  교수)

취업모의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이라는 본 발표논문은 직업역할경험의 질(quality)에 초

점을 맞춘 점과 양질의 직업역할경험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본 논문은 다중역할과 관련된 결핍가설, 강화가설, 확장가설을 

소개하고 이 세 가지 가설 중 역할의 수보다 역할의 질이 중요하다는 확장가설에 근거하여 연

구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취업모의 직업역할에 관한 주관적 경험이나 평가는 객관적 근로조건

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분야라는 점에서 본 발표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

관리학 분야의 더 많은 연구자들이 취업모 집단내의 다양성, 특히 직업역할과 관련된 주관적 경

험에서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 합니다.

둘째, 본 발표논문은 양질의 직업역할경험이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직업역할경험의 긍정적 역할을 입증하였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일과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가족 전이(work-family spillover) 개

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습니다. 일과 가족이라는 체계는 투과성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개념인데, 과거에는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과 같은 부정적인 전이에 초점

을 맞추다가 최근에는 일-가족 촉진(work-family facilitation) 등 긍정적인 전이에 관한 연구가 증

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직업역할경험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본 발표논문의 연

구결과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촉진(work to family facilitation)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의의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논문의 제목을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제목을 통해 취업모, 직업경험경험, 양

육행동이라는 주요어는 파악할 수 있지만, 취업모 중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나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적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 직업역할경험의 긍정적 역할을 밝혔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료집 원고의 1장, 2장, 6장에 취업모는 모두 기혼이라고 가정한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간

혹 있습니다. 본 발표논문뿐만 아니라 취업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취업모가 기혼임을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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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맞벌이 가족의 증가나 취업모의 배우자 요인에 해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모의 결혼지위는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 논문

에서 발견되는 가정은 아니지만) 기혼취업여성과 자녀가 어린 취업모를 동의어로 간주하는 경

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기혼취업여성 중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다양성이 가정관리학의 주된 관심분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취업모

와 기혼취업여성은 동의어가 아니며, 취업모와 맞벌이 여성도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발표논문의 핵심개념인 ‘직업역할경험’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광범위한 용어인 ‘경험’을 체할 용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장에서 ‘.... 역할의 질은 

각각의 역할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질로서 각 역할에 한 경험이 지니는 긍정적 측면

(reward : 보상)과 부정적 속성(concerns : 부담)간의 차이 혹은 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토

로 볼 때 모호한 표현인 ‘직업역할경험’보다 ‘직업역할경험의 질’과 같이 구체적인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장에서 ‘경험의 질’이란 주관적 보상

과 부담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보상과 부담을 분리하여 측정하고 그 차이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료집 원고를 통해 역할의 질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한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토 로 볼 때 

보상과 부담의 차이를 측정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중역할은 발표논문 1장과 2장의 주요개념입니다. 1장과 2장을 토 로 보면 본 연구의 목적

은 취업여성이 직장인, 주부, 어머니 등 다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심리적 복지와 양육

행동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본 발표논문은 다중역할 

중 직업역할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다중역할에 관한 연구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일과 가

족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 영역에서의 직업역할 이외에 가족 영역에서의 어

머니역할과 배우자역할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발표논문에서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생활만족도를 분리하고 생활만

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를 보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심리적 복지로 번역하고 생활만족도, 우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타

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만족도가 차별적인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두 

개념의 인과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만족

도를 묶어서 한 개의 잠재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것도 안으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를 토 로 볼 때 모형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

본크기에 민감한 Χ2 값 이외에도 CFI 값이나 RMSEA 값이 좋은 적합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CFI가 .95보다 크고 RMSEA가 .06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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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Hu & Bentler, 1999) 본 발표논문의 모델적합도는 CFI가 .905로 .95보다 작고 RMSEA

가 .087로 .06보다 큽니다. 심리적 안녕감과 생활만족도를 한 개의 잠재변수로 취급하는 방법, 

직업역할경험의 6가지 측면을 성격에 따라 분리해 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 발표논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 1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모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만을 연구하거나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고유한 특징에 관심을 둔 연구가 부족합니

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어머니의 학업지원 및 학교참여에 한 요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취업모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에 초

점을 맞춘 본 발표논문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에 관한 

연구가 갖는 고유한 의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문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본 발표논문에서 ‘취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 연구가 취업모의 

직업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주관적인 경험의 질을 분석하기에 앞서 근로조건 등 객관

적인 측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일제 여부나 종사상의 지위(상용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등)에 따라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직업역할경험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

니다. <표 2>를 보면 연구참여자 중 약 40%가 전문직 취업모이고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

간인데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약 80%를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 전문직을 어떻게 정의했

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셋째, 표본크기가 159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 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자료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어머니역할이나 

배우자역할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에

서도 제한점이 발견됩니다. 표본의 한계의 보완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본 발표논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를 상으로 직업역할경험의 질

이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역할경험의 긍정적 역할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며 확장가

설 및 일에서 가족으로의 긍정적 전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취업, 직업역할경험 등 주요개념의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 연구참여자의 특징 등을 보다 정교화한다면 논문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직업역할경험과 양육행동에 관한 종단자료 분석이나 질적 연구를 통하

여 향후 이 주제에 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