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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model that describes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rking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o verify the goodness of fitness of the model.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483 working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Results: The modified 
model showed a reasonable fitness to the data.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sense of coherence 
and depression accounted for 78% of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rking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rking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can 
be improved by reducing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level, and by increasing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sense of coherence. Depression can also be managed by reducing parenting stress and by increasing job 
satisfaction and sense of coher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r to decrease depression in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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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기준 62.7%

로 과반수가 넘는다[1].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긍정적인 측면

도 있지만 기혼취업여성은 직장과 가정의 일을 병행하는 어려

움으로 인하여 직장-가정 갈등을 겪고, 높은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자녀 양육의 부담이 큰 시기로 다른 기혼취업여

성들 보다 직장-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3], 다중 역할

부담으로 인한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우울수준을 증가

시켜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이처럼 미

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일상생활에

서 균형과 일관성이 깨지기 쉽고, 과다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못하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관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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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하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미취학 자

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Antonovsky [5]의 건

강생성이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건강생성이론은 개인이 건

강을 만들어가는 구성요소로 일반적 저항자원과 통합력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 저항자원은 개인이 스트레스원에 

대응하기 위한 물질적, 사회문화적 요소 등의 다양한 자원을 의

미하며, 통합력은 이 자원들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원에 성공적

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5]. 건강생성이론에서는 통합력이 높

은 사람은 스트레스원에 잘 대처하여 건강을 유지한다고 설명

하였다[5]. 

건강생성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취

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련 요인을 살펴

보면,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개인의 

적응을 돕고 통합력을 높여주며[5],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수준

을 낮추며[7],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직무만족도

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9], 우울수준이 낮으며 건

강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또한 직무만족

과 통합력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통합력

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양육 스트레스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주요 스트

레스라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수준

을 높이고[12],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10]. 양육 스트레스와 통합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높은 스트레스는 통합력을 떨어뜨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통합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통

합력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고[13],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마지막으로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을 높이며[12], 우울은 기혼취업여

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

다[10].

이상의 변인들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

련요인으로 보고되었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만을 대상으

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5]을 토대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영향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

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생성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

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을 구축

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과 각 

변인들의 직 ․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3. 개념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5]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

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 변인

으로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선

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

였다(Figure 1). 건강생성이론에서의 일반적 저항자원은 사회

적 지지와 직무만족으로, 스트레스는 양육 스트레스로,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를 우울로, 건강의 지표로는 건강관련 삶의 질로 구체화하

였다. 또한 건강생성이론의 핵심구성요소인 통합력을 포함시

켜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이 우울과 건

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

고,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

고,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통

합력,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통합력과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하였다. 통합력은 우울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

을 미치고,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우울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의 외생변수는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이며 내생변수는 양육 스트레스, 통합

력, 우울, 건강관련 삶의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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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가설들을 검정하는 횡단

적 설계의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맞벌

이 취업여성으로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로, 비임금 노동자, 

주말부부, 별거부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상태인 경우, 자

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6개월 이상의 만성질

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

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대

상자 수는 변수 당 10~20배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해[15], 20배

로 계산하면 440명이 요구되는데 제외기준과 탈락률(25%)을 

고려하여 5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24부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결측 문항이 있

는 43부를 제외하여 48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의 도구는 도구의 원저자와 수정 ․ 번안한 자 및 

저작권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 [1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로 측정

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정

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

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

체문항의 Cronbach’s ⍺는 .97이었다.

2)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Korea Labor Institute [17]에서 개발한 직무

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7번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

렇다’), 8번 문항은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

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요인부하 

크기를 기준으로 문항을 묶는 요인알고리즘 방법으로 문항묶

음[18]을 하여 하위요인을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 2, 직무만

족도 3으로 분류하였다. 직무만족도 1은 임금, 취업의 안정성, 

직무내용 문항이, 직무만족도 2는 근로환경, 근무시간 문항이, 

직무만족도 3은 개인의 발전기회,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반

적인 직무만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를 사용한 Choi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86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Kim과 Kang [2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도구를 Kim [21]이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자녀양육의 일상적 스트레스(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

한 부담감(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

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Kim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으며, 본 연

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94였다.

4) 통합력

통합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

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5], Antonovsky [5]가 개발한 단축형 통합력 도구

를 Kim 등[22]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의미부

여(4문항), 이해력(5문항), 관리력(4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이다. 의미부여 문항은 ‘주변에서 일

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일상

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가지십니까?’ 등이

고, 이해력 문항은 ‘자신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십니까?’, ‘혼돈스러운 느낌과 생각이 있

습니까?’ 등이며, 관리력 문항은 ‘의지하던 사람들이 당신을 실

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

낌을 자주 갖습니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문항에 

따라 1점(‘전혀 그런 적 없었다’ 또는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없

다’ 또는 ‘큰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다’)에서 7점(‘매우 자주 그

렇다’ 또는 ‘매우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있다’ 또는 ‘지루함과 고

통의 원천이다’)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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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통합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89

였다.

5) 우울

우울은 Radloff [23]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도구를 Chon 등[24]이 수

정 ․ 번안한 통합적 한국판 CES-D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우울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 행동 둔화(7문

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0점(‘거의 드물게’ 또는 ‘1일 미만’)

에서 3점(‘대부분’ 또는 ‘5~7일’)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n 등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93이었다. 

6)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 개발한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

sion (WHOQOL-BREF)[25]를 Min 등[26]이 보완하여 한국판 

WHOQOL-BREF로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도구로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전반적인 삶의 질(2문항), 신체적 건강(7문항), 

심리적 건강(6문항), 사회적 관계(3문항), 환경적 영역(8문항)

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항이다. 각 문

항은 문항에 따라 1점(‘전혀 아니다’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에

서 5점(‘매우 많이 그렇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Min 등[26]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94

였다.

4. 자료수집

2017년 2월 11일에서 3월 17일까지 1개 특별시, 3개 광역시, 

2개 지역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기업, 공공

기관에서 표본을 편의 표집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기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미취학자녀를 통해 학부모에게 동봉한 

연구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전달한 후 회수하

였고, 초등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설명문을 읽게 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IRB No.: CUIRB-2016-0131) 자료수집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의 철회 및 중도 포기 

가능과 불이익이 없음, 비 보장,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등에 대

한 설명문을 제공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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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29 
30~34
35~39
40~44
≥45 

18
120
252
82
11

(3.7)
(24.8)
(52.2)
(17.0)
(2.3)

Religion Yes
No

267
216

(55.3)
(44.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Over graduate 

33
143
228
79

(6.8)
(29.6)
(47.2)
(16.4)

Occupation Managers & professionals
Sales & service workers
Clerical workers
Technology
Self-employment
Simple labor 

186
136
117
17
15
12

(38.5)
(28.2)
(24.2)
(3.5)
(3.1)
(2.5)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00~＜300
300~＜400
400~＜500
500~＜600
≥600

12
62

145
123
141

(2.5)
(12.8)
(30.0)
(25.5)
(29.2)

Number of children 1
2
≥3

200
254
29

(41.4)
(52.6)
(6.0)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1
2
3

312
165

6

(64.6)
(34.2)
(1.2)

Age of the youngest 
child (year)

≤3 
4~6

268
215

(55.5)
(44.5)

Next childbirth 
intention

Yes
No
Undecided 

69
339
75

(14.3)
(70.2)
(15.5)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19.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은 서술적 통

계를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으로,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으며, 다중공선성 검정은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

다. 표본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

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측정모형에

서 구성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추정계수 유의성 검토를 위해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지수(CR)와 p값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x2, x2/df,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Comparative Fit Index), AGFI (Adjust-

ed Goodness of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를 사용

하였다. 수정모형의 총 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

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최적모형 선정

에는 CAIC (Consistent 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구하

였고,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다중상관제곱으로 평가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35~39세가 252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대상자(55.3%)와 대학교 졸업자(47.2%)가 

가장 많았다. 직업은 관리 ․ 전문직이 186명(38.5%), 판매 ․ 서비

스직이 136명(28.2%), 사무직이 117명(24.2%) 등이었고, 월 

평균 가계수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30.0%)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수는 두 명(52.6%)이, 미취학 자녀의 수는 한 명

(64.6%)이 가장 많았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는 3세 이하(55.5%), 

다음 출산 의도는 없다(70.2%)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다중공선성, 측정변수 검정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정서적 지지가 

3.96±0.67점, 평가적 지지가 3.93±0.63점, 정보적 지지가 3.81 

±0.68점, 물질적 지지가 3.82±0.73점이었다. 직무만족의 하

위요인의 평균은 직무만족 1이 3.30±0.78점, 직무만족 2가 

3.44±0.90점, 직무만족 3은 3.45±0.76점이었다. 양육 스트레

스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자녀양육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2.60 

±0.58점,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2.42±0.53점,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2.26±0.56점이었다. 통합력의 하위요

인의 평균은 의미부여가 4.73±1.02점, 이해력이 4.22±1.02점, 

관리력이 4.45±1.16점이었다. 우울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우

울감정이 0.56±0.58점, 긍정적 감정이 1.44±0.65점, 신체 ․ 활
동 둔화가 0.71±0.54점, 대인관계가 0.38±0.57점이었다. 건강관

련 삶의 질의 하위요인의 평균은 전반적인 삶의 질이 3.11±0.75

점, 신체적 건강이 3.27±0.62점, 심리적 건강이 3.10±0.67점, 사

회적 관계가3.35±0.57점, 환경적 영역이 3.06±0.59점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왜도값의 범위는 -0.58~1.57, 첨도값

의 범위는 -0.73~2.18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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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N=483)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Evaluative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Economical support

3.96±0.67
3.93±0.63
3.81±0.68
3.82±0.73

-0.57
-0.46
-0.24
-0.48

0.44
0.58

-0.04
0.38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1
Job satisfaction 2
Job satisfaction 3

3.30±0.78
3.44±0.90
3.45±0.76

-0.37
-0.58
-0.50

-0.11
0.24
0.01

Parenting stress Daily parenting stress
Parent role burden
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2.60±0.58
2.42±0.53
2.26±0.56

0.02
0.12
0.16

-0.22
-0.17
0.05

Sense of coherence Meaningfulness
Comprehensibility
Manageability 

4.73±1.02
4.22±1.02
4.45±1.16

-0.43
0.12

-0.03

0.12
-0.50
-0.69

Depression Depressed mood
Positive mood 
Slow physical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56±0.58
1.44±0.65
0.71±0.54
0.38±0.57

1.20
-0.05
0.69
1.57

1.12
-0.63
-0.20
2.18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verall quality of life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Social relationships 
Environmental domain

3.11±0.75
3.27±0.62
3.10±0.67
3.35±0.57
3.06±0.59

-0.08
-0.16
-0.05
-0.27
0.14

-0.73
-0.46
-0.43
-0.17
-0.43

(Table 2).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절대값은 .30~.83 (p<.001)

이었고, 변수 간의 허용도가 0.10 이하인 변인이 없고, Varia-

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27]. 

측정변수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

였다. 우울의 측정변수 중 ‘긍정적 감정’과 ‘대인관계’는 상대

적으로 요인부하량이 낮고 삭제해도 구성개념에 대한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제거하였다. 두 

측정변수를 제거 후 우울의 개념 신뢰도는 .83, 평균분산추출

지수는 .72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우울 잠재요인을 적절한 수

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측정변수를 제거 후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x2=604.77 (p<.001, 

df=155), x2/df는 3.90, RMSEA=.08, SRMR=.05, AGFI=.85, 

TLI=.93, CFI=.94로 나타나 x2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모두 권장기준을 만족하였다[28,29].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유

의성은 고정지수가 15.26~31.80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각 잠

재요인들에 대한 표준화 회귀계수는 표준화의 적재치 범위는 

.65~.94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요인들의 개념 신뢰도는 .87~.97

이고, 평균분산추출지수는 .69~.93으로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도 검정하였으

며, 통합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상관계수가 .82로 높은 편이

었지만,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 .67보다 크

게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

3.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604.80 (p＜.001, 

df=155), x2/df=3.90, RMSEA=.08, SRMR=.05, AGFI=.85, 

TLI=.93, CFI=.94로 양호하였으나 사회적 지지가 우울로 가

는 경로, 직무만족도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고정지수가 유의

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 중 사회적 

지지가 우울로 가는 경로는 CR값이 가장 낮고, 간명도를 높

일 수 있어 삭제하였고, 삭제 후 직무만족이 우울로 가는 경

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 삭제 전과 후의 두 모형 간 x2 값

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수정모형이 더 양호한 모형으로 확인되

어 제거된 경로에 대한 타당성이 검정되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606.12 (p＜.001, df=156), x2/df=3.89, RMSEA= 

.08, SRMR=.05, AGFI=.85, TLI=.93, CFI=.94로 나타나 x2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하였다. 또한 가설적 모형

의 CAIC 값(999.67) 보다 수정모형의 CAIC 값(993.84)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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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for Modified Structural Model and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N=483)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B β (SE) CR (p)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0.29
-0.16

-.37 (.05)
-.18 (.05)

 -6.29 (＜.001)
 -3.07 (.002)

.24 -.37 (＜.001)
-.18 (.002)

-.37 (.004)
-.18 (.004)

Sense of 
coherence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0.19
0.49

-1.01

.14 (.06)

.33 (.07)
-.60 (.08)

 3.30 (＜.001)
 7.31 (＜.001)

-13.31 (＜.001)

.77 .14 (＜.001)
.33 (＜.001)

-.60 (＜.001)

.22 (.004)

.11 (.004)
.36 (.004)
.44 (.004)

-.60 (.004)

Depression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Sense of coherence

 
-0.11
0.23

-0.34

 
-.11 (.05)
.22 (.08)

-.54 (.06)

 
 -2.10 (.036)
 3.02 (.002)

 -5.80 (＜.001)

.64  
-.11 (.036)
.22 (.002)

-.54 (＜.001)

-.27 (.004)
-.28 (.004)
.32 (.004)

-.27 (.004)
-.39 (.004)
.54 (.004)

-.54 (.004)

HRQoL Social support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Sense of coherence
Depression

0.24
0.14

-0.36
0.17

-0.20

.24 (.04)

.13 (.05)
-.29 (.07)
.23 (.06)

-.17 (.06)

 6.21 (＜.001)
 2.80 (.005)

 -4.86 (＜.001)
 2.74 (.006)

 -3.21 (.001)

.78 .24 (＜.001)
.13 (.005)

-.29 (＜.001)
.23 (.006)

-.17 (.001)

.23 (.004)

.22 (.004)
-.23 (.004)
.09 (.005)

.48 (.004)

.35 (.004)
-.52 (.004)
.32 (.004)

-.17 (.005)

β=Standardized estimate;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HRQoL=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작아 수정모형의 간명도가 가설적 모형의 간명도 보다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수정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하였다(Figure 2). 건강관련 

삶의 질은 사회적 지지(B=0.24, CR=6.21), 직무만족(B=0.14, 

CR=2.80), 양육 스트레스(B=-0.36 CR=-4.86), 통합력(B=0.17, 

CR=2.74), 우울(B=-0.20, CR=-3.21)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

으며, 영향 변수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설명력은 78%였

다. 우울은 직무만족(B=-0.11, CR=-2.10), 양육 스트레스(B= 

0.23, CR=3.02), 통합력(B=-0.34, CR=-5.80)이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영향 변수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64%였다. 통

합력은 사회적 지지(B=0.19, CR=3.30), 직무만족(B=0.49, CR 

=7.31), 양육 스트레스(B=-1.01, CR=-13.31)가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영향 변수들의 통합력에 대한 설명력은 77%였다. 양

육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B=-0.29, CR=-6.29), 직무만족(B= 

-0.16, CR=-3.07)가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고, 영향 변수들의 양

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Table 3).

5. 수정모형의 효과분석

수정모형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

과(β=.24, p<.001)와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통한 간접

효과(β=.23, p=.004), 직무만족의 직접효과(β=.13, p=.005)와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β=.22, p=.004), 

양육 스트레스의 직접효과(β=-.29, p<.001)와 통합력과 우울

을 통한 간접효과(β=-.23, p=.004), 통합력의 직접효과(β=.23, 

p=.006)와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β=.09, p=.005), 우울의 직접

효과(β=-.17,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통합력을 통한 간접효과(β= 

-.27, p=.004), 직무만족의 직접효과(β=-.11, p=.036)와 양육 

스트레스와 통합력을 통한 간접효과(β=-.28, p=.004), 양육 스

트레스의 직접효과(β=.22, p=.002)와 통합력을 통한 간접효과

(β=.32, p=.004), 통합력의 직접효과(β=-.54, p<.001)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통합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β=.14, 

p<.001)와 양육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β=.22, p=.004), 

직무만족의 직접효과(β=.33, p<.001)와 양육 스트레스를 통

한 간접효과(β=.11, p=.004), 양육 스트레스의 직접효과(β=-.60,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

지의 직접효과(β=-.37, p<.001)와 직무만족의 직접효과(β=-.18, 

p=.002)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을 기반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과 각 변인들의 직 ․ 
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

시한 구조모형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

의 질에 모든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직접 효과가 있었고, 사회

적 지지가 우울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들이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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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Emotional support; X2=Evaluative support; X3=Informational support; X4=Economical support; X5=Job satisfaction 1; X6=Job satisfaction 2; 
X7=Job satisfaction 3; Y1=Daily parenting stress; Y2=Parent role burden; Y3=Guilty to the parenting by others; Y4=Meaningfulness; 
Y5=Comprehensibility; Y6=Manageability; Y7=Depressed mood; Y9=Slow physical behavior; Y11=Overall quality of life; Y12=Physical health; 
Y13=Psychological health; Y14=Social relationships; Y15=Environmental domain. 

Figure 2. Modified structural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의 통합력과 양육 스트레스

를 통한 간접효과도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이론적 가설

들에 의한 모형이 실제 자료에 거의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건강생성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이들 내 ․ 외생변수들로 인한 건강관련 삶의 질 모형의 설명

력은 78%로 설명력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고,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비교논의 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설명력을 나타

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에서 확인된 변인 간의 

관계와 경로 등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

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였다. 이 결과

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사정하고 이를 감

소시키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통합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양육 스

트레스가 통합력을 떨어뜨려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높은 스트레스는 통합

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13]와 유사하다. 본 연구

에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 ․ 간접적으로 통합력을 높이며, 통합력을 통해 직 ․ 간접적으

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

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

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며 통합

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트레스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통합력을 통해 간

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결과[13]와 유사하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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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002) 보다 통합력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β=.32, p=.004)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

육 스트레스가 우울수준을 높이지만, 양육 스트레스가 높더라

도 통합력이 높으면 당면한 상황을 잘 극복하여 우울로의 발전

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직 ․ 간접적인 효과만큼, 통합력도 우울

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과들은 건강생성이론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통합력의 중요성이 검증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 다음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

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8].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양육 스

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통합력을 높임으로써 간접

적으로도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통합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만족

이 기혼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

구결과[10]를 지지한다. 기혼취업여성에게 직장은 주요 생활

영역이며 직무만족은 가정에서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다[30].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통합력을 높여주고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요구되

며, 그 방안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을 배려하는 직장문

화의 조성을 위한 방안, 고충상담 프로그램 등이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직무만족을 높이는 중재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을 낮추고 통합

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선행연구

에서 기혼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

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울 정도를 

사정하고 우울수준을 낮추는 중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통

합력은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통합력이 우울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연구결과[13]

를 지지한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10], 본 연구에서는 우울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훨씬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조사하였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

를 확인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양육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

은 우울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이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이기도 하지만, 관련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취

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의 

정도를 사정하고 각 변인에 대한 개별적인 중재와 더불어 간접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인 중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양육 스트레스가 직 ․ 간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순으로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통합력, 우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재방안 마련 시에 이들 변수에 비

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통합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러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미취학 자

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질병 상태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건강생성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관련 변인 간의 경로와 직 ․ 간접적인 효과를 파악하였다. 사회

적 지지, 직무만족, 양육 스트레스, 통합력, 우울은 건강관련 삶

의 질을 78%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

업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통합력,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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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한 것과 통합력의 중요성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

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통합력 향상과 우울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를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만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건

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관련 변인들에 대해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통합력의 조절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

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한 후 통합력의 증진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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