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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모성을 타고

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역할을 저

절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아동의 발.

달에 대한 이해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교육과 학습 그,

리고 시행착오에 의한 경험을 통해 어머니 역할을 배워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초산모의 경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양육 자신감이 매우 낮다고 보고된 연구들은 이같은 사

실을 잘 뒷받침하며(Brazelton & Nugent, 1995),

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에서도 전업주부30

와 취업주부 모두 아이는 낳았지만 자연스럽게 좋은 양

육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머니 역할을 몰라 매우 혼란

스럽고 시행착오가 많다고 하였다신경아( , 1998).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아이양육은 여성인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많은 반면 남편들,

이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전업주부는 양.

육을 전담하면서 아이를 위한 모든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것,

외에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어

느 시설을 선정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등

의 일련의 자세한 일들은 주부인 어머니가 모두 전담하

고 있다 취업주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렵다 아이에 대한.

모든 보살핌은 주로 어머니인 여성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집안일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은 무척 힘이 든다 아침 일찍부터 저.

녁까지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조부모나 제 자에게 양3

육을 맡김으로써 아이에 대한 미안함 직장 때문에 어머,

니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로써의 갈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바램이지만 그러기 위

해서는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관이 없어 모성으로서의 갈등은 더 증가하며

이는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임을 뒷받침 해

준다강희경 고성혜 신경아( , 1998; , 1994; , 1998;

Walker, Crain, & Thompson, 1986).

한편 모든 여성은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의 존재임을 간과할 수 없는데 어머니의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과 가정내 역할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들의 갈등에 대해 주변으로.

부터의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며 계속 전통적인 어

머니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업주부인 경우 양.

육에 주로 전념함으로써 점점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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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간다는 느낌과 경제 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 있고 취업주부는 아이를 돌보는 것에 많은 시간과 신

경을 쓰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생각하며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고 거의 매,

일 동일한 생활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어머니으로서의.

갈등을 상승시킨다 이와 같이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정체성 위기와 부정적인 자이개념 이외에도 남편과 주위

사람들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의 절대적인 도움과 만족,

함 등이 있어야만 모성으로서의 더 질적인 돌봄행위가

나타나며 모성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김리진 김명희 김수지 성( , 2000; , 1999; , 1983;

정순 신경아 이혜경 그러므로, 2002; , 1998; , 1998).

이들 요인들은 양육이나 어머니 역할 및 역할갈등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관련변수이며 어머니 역할

은 여성 혼자서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음을 말해준다.

모성역할이나 양육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발되어 있

는 도구인 김기현과 강희경 의 양육스트레스 도구(1997)

는 의 도구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세Abidin(1990a) , 6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위한 영역의 문항이다3 32 .

이 도구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

문항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12 ,

요인 문항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문항으로 구성12 , 8

되어 있다 박경옥 복문자 정영주. (1998), (1992),

성정순 이 사용한 모성역할 갈등도구는(1990), (2002)

기혼 간호사를 위해 개발된 문항으로 자녀의 영양관13 ,

리 생활습관과 버릇 자녀와의 관계 타인양육에 대한, , ,

죄책감과 불만 자신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불만족 정도, ,

자녀의 사회성 발달 교육 자녀의 학교행사 불참 직장, , ,

의 근무시간 변동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도구들은 처음부터 취업모.

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전업주부 어머니

의 갈등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직장의 유무에 따른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머

니 역할에서의 갈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

다강희경 김리진 성정순 신경( , 1998; , 2000; , 2002;

아, 1998).

따라서 모성갈등을 측정하는 도구는 어머니의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아이와 직접 관

련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모성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 ,

개발된 도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

기에서 학령전기의 아동이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으로 도구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이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 시기의 아이

들은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주위의 환경

과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아이의 잠재성은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Brzaelton, & Nugent, 1995).

의 발달 특성상 합리적인 의지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

고 부모의 판단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도구의 적용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이 도구사용의 타당성을 더 높일

것으로 본다 부모의 보살핌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 척도를 통한 모성갈등의 파악은 추후 사회제

도의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2.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의 어려움들을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어머니의 직장유무

에 관계없이 모성으로서의 갈등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모성갈등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문헌 고찰.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임신시기부터

이미 시작된다 임신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새롭고 바람직한 태도와 능력을

갖춘 모델을 찾게 되며 이를 위해 여성은 환경과 기억을

탐색하고 모방을 거쳐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게 된다

모성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Rubin,1984). ‘ ’ “

본능이나 성질 또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

능 으로 정의되어 있다국어대사전 이러한 정의” ( , 1991).

들은 모성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인지 혹은 사회적으

로 학습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불분명하다 신.

경아 는 모성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업주부와 취(1998)

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에서 먼저 모성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모성에 대한‘ ’

여성들 스스로의 해석을 종합한 결과 모성의 개념정의,

는 생물학적 본능에서부터 사회적 의무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생물학적 본능으로서의 모성은.

임신과 출산 출산으로 인한 고통 양육의 자연스러운 경, ,

험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점점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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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히려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선 여성이 지닌 본능

적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의무로서의 모성은.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성이나‘ ’

양육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여성들이 완수해 가야 할

의무와 부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모성을 사회적.

의무로 보는 사람들은 아이돌봄에 대해 더 강한 부담감

과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모성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그 주된 내용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성은 여성이 갖는 여러가지 정체성들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 직업인 시, , , , ,

민 등 많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

양한 정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모성을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모성갈등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어머니로서의 정체’ .

성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머니인 여성 자

신의 내적인 문제 아이와의 상호관계에서 오는 문제 아, ,

이돌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위로부터의 도움유무

와 그 도움의 질적인 문제 어머니가 직장이 있다면 직,

장과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리진( , 2000;

김수지 신경아 이혜경, 1983; , 1998; , 1998).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 및 모성역할

갈등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어머니의 직장유무에 관계,

없이 모성갈등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갈

등의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모성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절차1.

예비도구의 문항개발1)

모성갈등을 측정할 새로운 도구의 문항개발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모성갈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들과 이미 개발된 유사한 도구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새

로운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새로운 항목으로 개발된 도구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역할 문항 아이와의 상호작용 문항 아이돌봄3 , 6 ,

문항 아이교육 문항 보육시설 만족도 문항 아이의8 , 8 , 4 ,

기질 혹은 성격 문항 남편의 양육참여 문항 사회적2 , 5 ,

지지 문항 직장의 융통성에 관한 문항 한 인간으로2 , 2 ,

서의 나에 관한 문항 양육태도 문항 어머니 역할에19 , 1 ,

대한 생각 문항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 문항으로 모두5 , 3

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68 .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사와 문항 선택2)

차 개발된 개의 문항은 명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1 68 7

내용타당도가 평가되었다 각 항목별 타당성 점수를 주.

기 위해 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차 개4 . 1

발된 개의 문항 중 타당한 문항의 선정기준은 전문가68

집단 명 중 명 이상 으로부터 점 혹은 점을7 6 (86%) 3 4

얻은 문항들을 도구에 포함시켰고 점 이하의 점수를 얻2

은 문항들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또(Lynn, 1986).

한 영역별 문항수의 차이가 많고 몇몇 문항은 문장이 너

무 길고 사용된 단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다시

조정한 후 예비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예비도구 문항의 어휘수정3)

최종적으로 선택된 예비문항의 문장들은 쉬워야 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아야 한다(Berkey & Hanson,

이를 위하여 고졸이하의 대 주부 명을1991). 20-30 10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문항을

다시 수정하였다.

예비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4)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평가와 주부들을 대상

으로 한 어휘수정을 거쳐 선택된 예비도구의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신뢰도분석을 통해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와 구성타당도를 검사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문항의 신.

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항이 전체 척도가 판,

별하려는 것과 같은 것을 판별하는지의 여부와 문항이

적절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구의

각 문항을 분리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Isaac & Michael, 1974).

먼저 신뢰도분석을 통해 corrected item-total

계수와 계수를 구하였다correlation Cronbach alpha .

여기서 계수가 미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0.2

만인 문항은 제거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들만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이때 나타난 요인들이.

문항목록 개발 당시의 문항분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

고 재분류하였다 요인분석시 요인추출 회전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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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varimax .

도구의 최종확정5)

신뢰도 분석을 거친 예비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문항들 중 요인 적재치가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여 도0.4

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선택된 요인별 문항들은 각 요인에 따라 다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여 corrected item-total

계수 및 계수를 구한 후correlation Cronbach alpha ,

적정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는 선에서 도구의 최종문항

을 확정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2.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사와 문항 선택1)

차 개발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1 68 7

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명의. 6

간호학 전공교수와 명의 유아교육학 전공교수들이며 이1

들은 현재 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대 전문직 여성10 30

들이다 연구자는 전문가 명 모두를 직접 만나서 내용. 7

타당도 평가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타당

도 평가 설문지를 직접 주었다 설문지는 전문가들이 충.

분히 검토한 후 응답하도록 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예비도구 문항의 어휘수정2)

시에 거주하는 고졸이하의 대 주부 명에게J 20-30 10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예비문항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부 모두 회수. 10

되었다.

예비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3)

경남 시의 한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기 전후에서J , 10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20-30

였다 주부 명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을. 354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동의를 받은 후 예비도구 설

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부 중 불완. 354

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부가 회수되었다 주부 명345 . 200

은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동의를 받은 후,

그중 부가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총 부중 부151 . 496 198

는 전업주부 부는 취업주부였다, 298 .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어머니의 연령은 대가 명 대가20 188 (38%), 30 308

명 이었고 학력은 고졸자가 명 대졸이(62%) 278 (56%),

상이 명 이었으며 월소득은 만원이218 (44%) 101-200

명 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기간은 년 이하가337 (68%) . 5

명 년 이하가 명 년213 (43%), 6-10 268 (54%), 11-15

이하가 명 였고 결혼 만족도는 만족한다 쪽이15 (3%)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명 이441 (89%) . 2 (52%)

가장 많았고 명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1 (39%), 3 (9%) .

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아줄 주위 분들이 있는가하는 질

문에서는 있다가 명 이었고 주위 분들의 도움417 (84%) ,

에 대한 만족정도에서는 외할머니나 가까운 친척이 돌봐

주시는 경우는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하였고 이웃사람

이나 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많았다 만족.

한 이유는 할머니가 아이를 정성껏 잘 돌봐주시기 때문

이었고 불만족한 이유는 돌봐주시는 분의 능력에 믿음이

가지 않거나 시간이 지연되면 미안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많았다 명 중 전업주부는 명. 496 198 (40%),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명 이었고 직업을 가진298 (60%)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응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남편.

의 태도는 만족한다가 명 보통이다가 명226 (76%), 63

이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 쪽이(21%) .

가장 많았다 직장 탁아시설 희망도에서는 원한다가. 188

명 이었다(63%) .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2.

개 문항들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의 평68

가를 거친 결과 개의 문항들이 선택되었다 영역별로39 .

정리하면 어머니 역할관 문항 아이와의 상호작용 문, 4 , 7

항 아이교육 문항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문항 한, 8 , 7 ,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 직장과 아이돌봄 문항으로 구7 , 6

성되었다 또한 문항에서 사용된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

이 너무 긴 것은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수정하였다 예.

비도구의 문항을 처음 개발할 때에는 전업주부와 취업주

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두 집단간의 상황이 다르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직장으로

인한 모성갈등은 직장과 아이돌봄의 독립된 영역으로‘ ’

분리하여 작성하였다.

개의 문항을 주부 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단어가3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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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거나 문장이 긴 것을 다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수

정하였다.

예비도구의 차 및 차 신뢰도 분석3. 1 2

이들 개의 문항들을 차 신뢰도 분석한 결과39 1 ,

계수는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0.0810 ～

까지 분포하였으며 계수는0.5381 Cronbach alpha

이었다 표 개 중 이상인 문항은 개0.8066 < 1>. 39 0.2 34

로 나타났으며 그 중, corrected item-total

계수가 미만인 문항은 번correlation 0.2 11 (0.1880),

번 번 번 번14 (0.1802), 17 (0.0810), 27 (0.1511), 33

문항으로 이들 개 문항은 제외되었다(0.1137) 5 (table

참조 따라서 차 신뢰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1 ). 1

된 개 문항의 어머니 역할 문항 아이와의 상호작용34 4 ,

문항 아이교육 문항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문항6 , 6 , 7 ,

한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 직장과 아이돌봄 문항으로5 , 6

구성되었다.

개의 문항들을 차 신뢰도 분석한 결과34 2 corrected

계수가 미만인 문항은 없었item-total correlation 0.2

으며 계수는 이었다Cronbach alpha 0.8107 .

예비도구 문항 의 요인분석 및 하위척도 명명4. (34 )

차 신뢰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개 문항에2 34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개발 당시의 분류와 일치

하는지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

이 이상에서 개 요인으로 묶였으며 각 요인별 문항1.0 6

수는 요인 은 개 요인 는 개 요인 은 개 요인1 6 , 2 7 , 3 4 ,

는 개 요인 는 개 요인 은 개였다4 5 , 5 7 , 6 5 .

여기서 요인 적재치가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0.4 .

요인 은 요인 적재치가 모두 이상으로 나와 제거된1 0.4

문항은 없었다 번 번 번 번 번 번(23 , 8 , 35 , 34 , 26 , 36 ).

요인 는 번 과 번 문항이 제거되2 16 (0.395) 31 (0.329)

어 개 문항 번 번 번 번 번으로 되었5 (12 , 18 , 13 , 19 , 4 )

으며 요인 은 모두 이상으로 나와 제거된 문항이, 3 0.4

없었다 번 번 번 번 요인 는 번(21 , 25 , 20 , 22 ). 4 5

문항이 제거되어 개 문항 번 번 번(0.359) 4 (10 , 9 , 7 , 6

번 이 남았다 요인 는 번 과 번) . 5 39 (0.312) 15 (0.201)

이 제거되어 개 문항 번 번 번 번 번으로5 (37 , 3 , 2 , 38 , 1 )

되었고 요인 은 번 이 제거되어 개 문항, 6 24 (0.212) 4

번 번 번 번이 남아 총 문항이 되었다(28 , 29 , 32 , 30 ) 28

표< 2>.

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개를 제외한 개34 6 28

문항에 대해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개발당시의 영역별

문항내용들을 비교하여 하위척도를 명명하였다.

요인 의 개 문항 중 번은 개발당시 아이와의 상호1 6 8

작용에 번과 번은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에 번, 23 26 , 35

과 번은 직장과 아이돌봄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이었다34 .

표 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 1> 39

문항번호
문항 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계수α

1 10 .5381 .8041

2 18 .5372 .8041

3 20 .5247 .8042

4 23 .5244 .8041

5 2 .5163 .8040

6 26 .5047 .8042

7 37 .4958 .8042

8 25 .4942 .8041

9 28 .4836 .8040

10 32 .4816 .8040

11 8 .4775 .8042

12 34 .4566 .8043

13 13 .4467 .8043

14 22 .4375 .8043

15 29 .4254 .8042

16 38 .4198 .8043

17 36 .3949 .8044

18 3 .3837 .8043

19 12 .3784 .8042

20 15 .3777 .8042

21 6 .3595 .8041

22 21 .3587 .8043

23 35 .3507 .8045

24 39 .3384 .8046

25 5 .3254 .8046

26 16 .3200 .8047

27 7 .3178 .8047

28 1 .2863 .8046

29 30 .2795 .8048

30 19 .2655 .8048

31 24 .2498 .8049

32 9 .2475 .8050

33 31 .2463 .8051

34 4 .2332 .8052

35 11* .1880 .8053

36 14* .1802 .8054

37 27* .1511 .8055

38 33* .1137 .8054

39 17* .0810 .8066

제외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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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장과 아이돌봄 하위척도, ‘ ’

로 하였다 요인 의 개 문항 중 개는 개발당시 아이. 2 5 4

교육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이며 어머니 역할관에 포함되

었던 번이 포함되었다 요인 의 문항내용들을 분석한4 . 2

결과 아이교육 하위척도로 하였다 요인 의 개 문항‘ ’ . 3 4

역시 개발당시 모두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하위척도로‘ ’

하였다 요인 의 개 문항은 개발당시 모두 아이와의. 4 4

상호작용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와의‘

상호작용 하위척도로 하였다 요인 의 개 문항들 중’ . 5 5

개는 개발당시 어머니 역할관에 포함되었던 문항들이었3

고 직장과 아이돌봄에 포함되었던 번과 번이 추가37 38

로 포함되었다 요인 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한. 5

결과 어머니 역할관 하위척도로 하였다 요인 의 개‘ ’ . 6 4

문항들은 모두 개발당시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포함되었

던 문항들이었으므로 한 인간으로서의 나 하위척도로‘ ’

하였다.

도구의 최종 문항결정을 위한 차 및 차 신뢰도5. 3 4

분석

요인분석한 결과 선택된 개 문항들을 각 요인별로28

차 신뢰도 분석을 다시 시행하여3 corrected item-

계수와 계수를 구하total correlation Cronbach alpha

였다.

각 요인별로 차 신뢰도 분석한 결과3 corrected

계수가 미만인 요인 의item-total correlation 0.2 1 36

번 만 제거되어 총 문항은 개로 되었고 요인(0.1980) 27

만 다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별1 . Cronbach

계수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alpha .

요인 로 분류된 직장과 아이돌봄 문항은1 ‘ ’ 5

계수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1980-

이고 는 이었다 요인.4890 , Cronbach alpha .8134 . 2

로 분류된 아이교육 문항은‘ ’ 5 corrected item-total

계수가 이고correlation .2991-.4292 , Cronbach alpha

는 였다 요인 으로 분류된 양육을 위한 지지체.8105 . 3 ‘

계 문항은 각각 과 이었으며 요인’ 4 .3250-.4307 .8110 ,

로 분류된 아이와의 상호작용 문항은 각각4 ‘ ’ 4

과 이었다 요인 로 분류된 어머니.2682-.4127 .8213 . 5 ‘

역할관 문항은 각각 와 였으며 요’ 5 .2812-.3864 .8085 ,

인 으로 분류된 한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은 각각6 ‘ ’ 4

와 였다 표.2445-.3542 .7984 < 3>.

개 문항의 각 요인별 문항수는 모두 개 문항으27 4 5～

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문항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문

항수 조정은 불필요하였다 따라서 총 개의 문항으로. 27

구성되었고 최종 결정된 개 문항들을 차 신뢰도 분27 4

석한 결과 계수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계수는 로 나타.2354-.5240, Cronbach alpha .8207

났다.

Ⅴ 논 의.

모성갈등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차 개발된 개의1 68

표 개 문항의 요인분석< 2> 34

요인
문항

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직장과

아이 돌봄

23 .641

8 .630

35 .622

34 .602

26 .598

36 .566

아이교육

12 .629

18 .587

13 .574

19 .559

4 .553

16* .395

31* .329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21 .564

25 .550

20 .464

22 .423

아이와의

상호작용

10 .535

9 .493

7 .471

6 .407

5* .359

어머니

역할관

37 .519

3 .497

2 .477

38 .453

1 .440

39* .312

15* .201

한 인간

으로서의

나

28 .486

29 .473

32 .452

30 .414

24* .212

제외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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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대하여 내용타당도 검증과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

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은 총 개였으며27

영역별로 보면 어머니 역할관 문항 아이와의 상호작, 5 ,

용 문항 아이교육 문항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문4 , 5 , 4

항 한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 그리고 직장과 아이돌봄, 4 ,

문항이다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갈등이 높은5 .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번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머. 4 ‘

니 역할과 실제로 내가 하는 어머니 역할은 차이가 없

다 번 아이는 나와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7 ‘ ’,

번 내 아이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교육내용에 만족한19 ‘

다 번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을 시’, 20 ‘

키는 등의 일을 한다 번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21 ‘

놀아준다 번 남편은 평소 가사일을 잘 도와준다의’, 22 ‘ ’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갈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해

야 하기 때문에 역환산 해야 한다.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도구나 모성역할 갈등도구들은

표 모성갈등 도구< 3>

문 항
문항 총점-

상관관계

Cronbach

alpha

직장과 아이돌봄

.8134

23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 .4890

34 아이가 아플 때 직장에 다니는 엄마탓으로 보는 주위의 시선이 더 힘들때가 있다. .4728

35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탓으로 보는 주위의 시선이 더 힘들때가 있다. .4549

8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와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하다. .3947

26 나의 직장은 근무시간 중에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겨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 .3405

아이교육

.8105

18 내가 엄마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봐 걱정된다. .4292

19 내 아이가 다니는 시설놀이방 유치원 학원등의 교육내용에 만족한다( , , ) . .3957

13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좋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 . .3678

12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3026

4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머니 역할과 실제로 내가 하는 어머니 역할은 차이가 없다. .2991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8110

21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4307

20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4141

25 아이를 돌보는 분이 내 아이의 성격에 맞게 정말 잘 돌봐주는지 걱정될 때가 있다. .3880

22 남편은 평소 가사일을 잘 도와준다. .3250

아이와의 상호작용

.8213

10 아이와 잘 놀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잘 못해주는 것이 미안하다. .4127

7 아이는 나와 함께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3990

6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적절한 방법을 몰라 화를 낸 것이 후회된다. .2798

9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도 유익한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안 좋을까봐 걱정된다. .2682

어머니 역할관

.8085

3 나는 아이들이 어릴때는 아빠보다 엄마가 곁에 있기를 더 원한다고 본다. .3864

2 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 .3720

37 내가 직장을 갖는 것이 아이양육에는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625

1 어머니로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2978

38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항상 완벽하지 않은 일이라 내가 점점 강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다. .2812

한 인간으로서의 나

.7984

30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어 나의 존재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다. .3542

28 나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내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 . .2947

29 어머니라는 역할도 중요하나 나의 자아를 더 찾고 싶다. .2786

32 아이 때문에 내가 하고싶은 일이 좌절되는 것은 싫다.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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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양육참여 보육시설의 만족도 어머니 자신에 대, ,

한 자아갈등과 성장욕구 어머니 역할관 등 양육이나 어,

머니 역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도구를 추가로 사용하여 따로

조사한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

는 이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관련변수들을 따로 조사할 때 문항수가 많아지는

단점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상황들을 포함

시킴으로써 어머니로서의 갈등을 여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성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누락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직장과 아이돌봄 영역은 직장으로 인하여 아이에게‘ ’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하는 어머

니의 안타깝고 애틋해하는 마음이 도구의 문항들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직장이라는 요소 때문에 전업주부의 상

황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영역은 직장과 관련된.

문항들을 독립된 영역으로 따로 분리시킴으로써 직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즉.

전업주부인 경우는 직장과 아이돌봄 영역을 제외시킨 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구들은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전

업주부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

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이교육의 영역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아이가 다른‘ ’

아이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아이의 개,

인 능력에 따라 혹은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른 것에 대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마음 아이가 다니는 시설의,

교육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도구.

에서는 보육시설의 만족도를 묻는 추가설문지에 일부 포

함되어 있으나 아이교육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어머니

가 얼마만큼의 확신과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가는 분명히

모성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 영역에는 남편의 양육참여도와‘ ’

그외 도움을 주는 분들의 돌봄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들

이 포함되어 있다 남편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는 양육의.

몫을 아내와 분담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아이에게도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여성이 혼자 양육의 모든 것을 떠안는 경우와 비교하여

모성으로서의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를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조

사하기 위한 설문지의 일부 문항에만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한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본다면 남편의 적극적

인 양육참여는 아내인 여성의 갈등정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외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분들의 돌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포함된 이유는 문헌고찰과 도구개발

과정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아이의 외할머니나 친할

머니인 경우를 제외한 이웃이나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돌봄의 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함과 동시에

미안함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이와의 상호작용 영역은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 ’

는 것에 대한 미안함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과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무지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 도구의 적용대상.

의 자녀 나이가 유아기에서 학령전기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변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색하며 이를 위해 어른을 자신의 세계

로 끌어들임으로써 이 과정을 완수해 나가기 때문에 어

른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이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람인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잘

안될 때 어머니로서의 갈등이 생긴다.

어머니 역할관 영역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기‘ ’

본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며 반드시

엄마인 내가 해야 한다고 믿거나 양육을 완벽에 가깝게

하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모성갈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구에서처럼 추가의 설문지에 포함시.

키는 것보다는 모성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위

영역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 영역은 여성이 어머니이기 이전‘ ’

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개념과 성장욕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육의 힘든 점을 아이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여성의 입장에서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머니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머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모성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또 다른 장점은 첫째 도구,

문항의 선정이 통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

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들은 대부분 제거하였. ,

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된 문항으로 인한 응답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세째 개발된 도구의 영역별 점수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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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모형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째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위한 대상자 선정시 전국,

의 여러 지역에서 충분한 수의 표본 추출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둘째 문항내용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

것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갈등내용들을 포괄

하면서 직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모성갈등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는 기존의 유사도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문항개발

을 한 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사를 거쳤

다 또한 문항의 어휘가 좀더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

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문항 수정을 하였다.

수정을 마친 예비도구를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도구 및 모성역할갈등 도구,

의 내용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68 .

개발된 예비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위해 명의 전7

문가 집단에게 의뢰하였다 전문가 명중 명 이. 7 86%(6 )

상이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개 문항이 선택되39

었다 또한 각 영역별 문항수의 차이가 너무 많고 문장.

이 너무 길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지적된 문

항들은 다시 수정하였다 따라서 개의 문항들로 이루. 39

어진 예비도구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역할관 문, 4

항 아이와의 상호작용 문항 아이교육 문항 양육을, 7 , 8 ,

위한 지지체계 문항 한 인간으로서의 나 문항 직장7 , 7 ,

과 아이돌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장과 아이돌봄은6 .

어머니의 직장유무에 따른 상황의 차이 때문에 직장이

있는 경우의 모성갈등 문항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시켰

다 전문가에 평가에 따라 수정된 예비도구를 다시 주부.

명에게 조사하여 문항의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긴10

것은 다시 수정을 하였다.

문항의 구성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남 시의 주부 명을 대상으로 개의 문항의J 496 39

예비도구를 조사하였다 개 문항들의 차 신뢰도 분석. 39 1

에서 계수가 미,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0.2

만인 개 문항이 제외되어 개의 문항이 남았다 개5 34 . 34

문항들의 차 신뢰도 분석에서2 corrected item-total

계수가 미만인 문항은 없었다 이 개correlation 0.2 . 34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여 개발당시의 분류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아이겐 값이 이상에서 개발당시와 유사1.0

하게 개 요인으로 묶였다 여기서 요인 적재치가 이6 . 0.4

하인 개 문항들은 제거시켰다 그 결과 남은 개 문항6 . 28

들을 각 요인별로 차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3

계수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ronbach

계수를 구하여 예비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alpha

를 검토하였다 즉 직장과 아이돌봄요인 문항의. , ( 1) 5

은 이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1980-.4890

고 계수는 이었다 아이교육요Cronbach alpha .8134 . (

인 문항은 각각 와2) 5 .2991-.4292 Cronbach alpha

양육을 위한 지지체계요인 문항은 각각.8105, ( 3) 4

과 아이와의 상호작용요인.3250-.4307 .8110, ( 4) 4

문항은 각각 과 어머니 역할관요.2682-.4127 .8213, (

인 문항은 각각 와 한 인간으5) 5 .2812-.3864 .8085,

로서의 나요인 문항은 각각 와( 6) 4 .2445-.3542

이었다.8083 .

여기서 각 요인별 차 신뢰도 분석 결과3 corrected

계수가 미만으로 나타난 문item-total correlation 0.2

항인 요인 의 번 만 제거되어 총 문항은1 36 (0.1980) 27

개로 되었다 각 요인별 계수는 대체로. Cronbach alpha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개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4-5

영역별 문항수 조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개 문항을27

최종 도구로 선정하였다 개 문항의 차 신뢰도 분석. 27 4

결과 계수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2354-

계수는 로 나타났다.5240, Cronbach alpha .8207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통계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타당도와신뢰도가 검증

된 도구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갖는 모성으로서의 갈,

등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도구를 이용하여 직장유무 직장의 유형 직장내의 근무, ,

조건 등에 따른 모성갈등 차이와 도구의 영역별 점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구축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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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Maternal conflict

The Development of Maternal

Conflict Scale
- for mothers whose over toddler below～

preschool child -

Lee, Seon-Ah*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scale

of maternal conflict based on already established

scales and the literature review.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of

which contains difficulties which mother can feel

to rearing her child and can be applied to

mothers at home or employed mothers.

68 items were developed. For content validity

test, the items were examined by 7 experts

panel with Likert 4 scale. The 39 items were

selected as high validity from 86% of the

experts. The item number of each area and the

misunderstanding words were corrected by

*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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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ces of experts. 10 mothers again examined

39 items in order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words and the long sentences.

For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39 items,

496 mothers participated. 34 items were chosen

because 5 items that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lower than 0.2 were

excluded by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was done with 34items. 6

factors were classified higher than eigen value

1.0, 28 items were chosen because 6 items that

factor loadings were lower than 0.4 were

excluded. These factors were named as

employment and caring for child(6 items), child

education(5 items), support system for caring

for child(4 items), interaction with mother and

child(4 items), view of maternal role(5 items)

and me as human being(4 items). Reliability

analysis was done with 28 items. 1 item(36

number of factor 1) was excluded becaus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lower than 0.2. Therefore, 27 items were

chosen.

Maternal Conflict Scale was contained 27

items. The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of 27 items were ranged from .2345

to .5240 and Cronbach alpha coefficient of those

was .8207 by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It can be evaluated that this scale had a high

validity and reliability because of passing

through an objective process of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