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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thers’ Sex-Role Attitude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Focused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최선화*, 김상림**

Sun Hwa Choi*, Sang Lim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

보고,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 383쌍이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양육참여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근대적 성역할태도와 높은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경감

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근대적이고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고취시키며 양육참여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성역할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thers’ sex-role attitude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subjects were 383 parents with young children aged 3-5 in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We measured the study variables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and the analyses of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fathers’ sex-role attitude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mothers’ parenting stress. Second, fathers’ sex-role attitude 
and parenting involvement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mothers’ parenting stres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fathers modern and desirable sex-role attitude and to support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in order to alleviate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Key words :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sex-role attitud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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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저출산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대두되면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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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과정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

생되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

적인 스트레스로 간주된다[1].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자

녀 양육의 비중이 어머니에게 치중되므로 일상적인 가

사 업무와 아내로서의 역할수행을 병행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육아휴직

여성의 43.4%가 복직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

로 나타나[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

는 어머니의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심

리적 요인뿐 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4, 5세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

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으로 이어져 유아기 자녀의 자아개념[5]과 자기조절능

력[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부부 적응과

부부관계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발

달과 가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

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주요

인적 자원은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내적 심리 변인인

성역할태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다. 성역

할태도는 성에 따른 역할 및 행동에 대해 개인이 지니

는 규범적 인지정도를 의미한다[8]. 성역할에 대한 개인

의 태도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의 수용 정도 및 남녀

의 역할이나 특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며, 성에 따른 역할구분을 지지하는 전통적 태도와 성

에 근거하지 않은 역할공유를 지지하는 근대적 태도로

구분된다[9-10].

한국사회의 가족 모델이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Male Breadwinner Model)에서 보편적 생계부양

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으로 변모하면

서 부부 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태도에서 근

대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11-13]. 즉, 과거 한국사회

에서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수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가족 체

계가 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 남

편과 부인의 역할 구분이 약화되고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

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회의 아버지는 서구사회 및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비교

시 가부장적 태도와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높은 수준으

로 보고된다[14].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얼마나 근대적

인가의 정도는 가사와 양육에 대한 역할 인식과 연계되

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15-16]는 소수에 국한되나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여준다. 수도권의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 102쌍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아버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한

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16]의 결과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가치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아

버지 변인은 양육참여이다. 아버지 양육참여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행동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책

임감으로 정의된다[17]. 아버지의 양육참여 활동에는 크

게 세 가지가 포함된다[17]. 자녀의 사회적 발달과 인지

발달을 지지하는 발달적 지지, 자녀가 편안한 일상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는 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함께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자녀의 발달 및 배우자인 어

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18-1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두 변인 간 부적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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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25]. 나아가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

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사

활동과 여가활동 및 생활지도에서의 적극적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3]. 또한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

참여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

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고자 한다. 건강한 가정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사람

의 주된 역할이 아닌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역

할을 수행할 때 형성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아

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를 증진시키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선정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유치원에 재원중

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 383쌍이다. 유치

원 유형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모두 포함되도

록 임의 선정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분포는 30∼39세가

279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79

명(20.6%), 20∼29세 25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

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144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129명(33.7%), 고졸 93명(24.3%), 대학원졸 17

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의 분포는 취업

240명(62.6%), 비취업 143명(37.3%)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 = 383)

Table 1. Subjects’ Social-demographic Information (N = 383)

Variables n (%)

Mothers

Age

20∼29 years 25 6.5

30∼39 years 279 72.8

40∼49 years 79 20.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s 93 24.3

2-3 year colleges 129 33.7

4 year universities 144 37.6

Graduate schools 17 4.4

Job
Employed 240 62.6

Unemployed 143 37.3

Fathers

Age

20∼29 years 10 2.6

30∼39 years 223 58.2

40∼49 years 148 38.6

Over 50 years 2 0.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s 89 23.2

2-3 year colleges 95 24.8

4 year universities 169 44.1

Graduate schools 30 7.8

Job

서비스 38 9.9

사무직 69 18.0

관리직 45 11.7

전문직 108 28.2

자영업 92 24.0

기타 31 8.1

Total 383 100.0

아버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 분포는 30∼39세가

22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148명(38.6%),

20∼29세 10명(2.6%), 50세 이상 2명(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는 대졸이 169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95명(24.8%), 고졸 89명(23.2%), 대학

원졸 30명(7.8%)의 순이었다. 직업 분포는 전문직이

108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92명(24.0%), 사

무직 69명(18.0%), 관리직 45명(11.7%), 서비스 38명

(9.9%), 기타 31명(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227명(59.3%), 둘째 126

명(32.9%), 셋째 이상 30명(7.8%)이었으며, 자녀의 연령

은 만 3세 65명(17.0%), 만 4세 105명(27.4%), 만 5세

213명(55.6%)이었다. 가구당 자녀수는 2명이 199명

(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124명(32.4%), 3명 55

명(14.4%), 4명 이상 5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

정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40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 미만 105명(27.4%), 300∼400만원

미만 81명(21.1%), 200∼300만원 미만 51명(13.3%)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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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정[28]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사용

했다. 총 11문항으로 어머니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는 5

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 척도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는 .86로 양호했

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기연[29]이

개발한 성역할태도 척도를 사용했다. 총 9문항으로 구

성되며, 아버지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는 5

점 Likert식 척도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전

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척도의

문항 신뢰도 Cronbach's 는 .6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영환 등[17]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발달적지

지(11문항), 돌보기와 지도(9문항), 함께하는 활동(6문

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아버지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 나타난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는 발달적 지지 .89, 돌보기 및 지도 .85,

함께하는 활동 .87, 전체 .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진행되었다. 수도

권 소재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부모를 임의표집하

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했다. 유치원의 원장 및 담

임교사를 통해 재원 중인 유아의 부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대상에 포

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도구의 문항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

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

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 간 관계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

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표 2.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N = 383)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Sex-role Attitude,
Parenting Involve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N =
383)

Variables ① ② ➂ ➃ ⑤ ⑥

① Fathers’ sex-role
attitude -

Fa-
thers’
paren-
ting
invol-
ve-
ment

② Develop-
mental
support

.24
***

-

➂ Care-
giving
and
monitoring

.19
***
.75
***

-

➃ Shared
activities .15** .70*** .68*** -

⑤ Total .22*** .93*** .90*** .85*** -

⑥ Mothers’
parenting stress -.19*** -.32*** -.26*** -.23*** -.31*** -

M
(SD)

3.48
(.51)

3.57
(.65)

3.72
(.64)

3.86
(.73)

3.69
(.60)

2.5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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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 = -.19,  < .001)와 양육참여( = -.31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양육참여의하위요인인발달적지지( = -.32, 

< .001), 돌보기와지도( = -.26,  < .001), 함께하는활

동( = -.23,  < .001) 모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부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수적으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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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의한정적상관관계( = .15∼ .24,  < .01)를보였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

적이고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바

람직할수록양육에더많이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본 연구결과를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성역

할태도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는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두 변

인 간 상관관계를 밝힌 선행연구[15]의 결과를 지지한

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연

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20-25]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상관됨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

는 가정이라는 미시적 맥락 내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양

육스트레스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28] 결과를 통해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발

달적지지, 돌보기와 지도, 함께하는 활동으로 측정했으

며, 양육참여 총점뿐 만 아니라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가 유아기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발달과 양육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

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

다.

2.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공차한

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값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1이상(0.36∼0.94), VIF값이

10이하(1.06∼2.77)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Table 3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

여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F = 23.53,  < .001), 어머니 양육스

트레스의 10.3%(Adj.R
2 =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상대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t =

-5.58,  < .001; β = -.28)가 아버지의 성역할태도(t =

-2.67,  < .01; β = -.13) 보다 어머니 양육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양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3.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N = 383)

Table 3. Effects of Fathers’ Sex-role Attitude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N = 383)

Independent Variables
Mothers’ parenting stress

t β

(Constant) 16.18 -

Fathers’ sex-role attitude -2.67** -.13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5.58
***

-.28

F 23.53***

Adj. R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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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성평등적 성역할

가치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는 이뿐새와

동료들[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이뿐새 등은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거의 남녀를 분리한 단일차원의

전통적 성역할 모형(the congruence model)에서 상보적

차원의 양성적 성역할 모형(the androgyny model)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역할가치가 개인이 속한 문화권이

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했다. 가정 내에

서 남여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성역할가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아버지의 성역할가치 수준이 높을 때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며, 이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경감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높은 양육참여도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23, 26-27]와 일치한다. 즉 이수미와

민하영[23]은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

로 가사활동과 여가활동 및 생활지도에서의 적극적인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안재진[26]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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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참여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어머니 양육스트

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육참여도가 높은 그룹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그룹보다 낮았음을 보고했으며,

이정숙과 두정일[27]은 아버지가 양육참여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했음을 보

고했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

지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성평등 지향적이며 양

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

소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

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및 어머

니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

의 어머니와 아버지 383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설문지 조사를 통해 주요변인을 측정했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근대적이고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양육참여에 많이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의 근대적이고 바람직한 성역할태도와 높은 양육참여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과 가

족관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현상

과도 관련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가족 내 주요 인적

자원인 아버지의 바람직한 성역할태도를 고취시키고

실제적이고 다양한 양육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인을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통해 측정했으므로 해석 시 주관적 평가의 오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

참여에 대한 자기평가는 중심화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평가왜곡이 반영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 요인(성역

할태도와 양육참여)을 아버지를 통해 측정했으나, 어머

니가 실제 인식하는 정도가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보

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참여

를 다양한 평가 주체 및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고

찰하는 것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아버지 변인을 고찰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국한되

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의 부모를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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