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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유아기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어머니가

경험하는 정서와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

역할 수행으로 인해 일-가정 상호향상(Work-family enrichment), 일-가

정 갈등(Work-family conflict)과 같은 비취업모와는 구분되는 정서를 경

험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세 유아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

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

보고, 주요 변인 간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취업모

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 취업모의 정서

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의 양상

은 어떠한가?

1-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

1-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 취업모의 정서

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의 관계

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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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는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

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8곳에 재학 중인 5세 유아의 취업모 14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를 사용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

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사

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일-가정 상호향상이 일-

가정 갈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 취업모들은 대체로 직장

과 가정의 다중역할 수행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취업모는 긍정정서표현

행동을 부정정서표현행동보다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

른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

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 및 긍정정서표현행동과는

정적상관을, 일-가정 갈등 및 부정정서표현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은 긍정정서표현행동과 정적상관을, 부

정정서표현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반대로 일-가정 갈등은 긍정정

서표현행동과 부적상관을, 부정정서표현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유아의 기질을 통제했을 때,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는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부정정서표현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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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긍정정서표현행동에는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

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일-가정 상호향상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부정정서표현행동에는 일-가정 갈등만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취업

모의 일-가정 갈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나타

내었다.

이 연구는 5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의 전반적인 양상 및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취업

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 이를 통해 취업모

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

-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긍정정서표현행동이 중요함을 규명하였다.

주요어 : 정서조절능력,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

가족친화제도

학 번 : 2016-2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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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영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생활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보건복지부, 2017), 이른 시기부터 집단보육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들이 늘고 있다. 집단보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래 및 교사

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

하고, 이해하며,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에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의 내용범주에 ‘나와 다른 사람의 감

정 알고 조절하기’를 다루고 있다. 유아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정서

를 그대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은 감소시키고,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은 유지 또는 향상시

키는 능력, 즉,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서조절능력은 사

회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주목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이후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Ladd, Herald, & Kochel, 2006; Eisenberg et al, 2002), 학업성취

(Grolnick & Kurowski, 1999)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정서조절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서 상태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정서

적 반응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외적·내적 능력을 의미한다(Thompson,

1994). 정서조절능력은 단순히 어떠한 종류의 정서를 얼마나 강하게 표

출하느냐의 개념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감독하고

조절하여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고차원적인 정서적 능력에 해당한다(곽윤정, 2004; Salovey & Mayer,

1990). 그렇기 때문에 정서조절능력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안녕과도 연

결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생애초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전 생애에

걸쳐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유아기에는 정서조절능력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며(Cole, Dennis, Smith-Simon, & Coh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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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ham & Kochanoff, 2002), 5세 경에는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Denham, 1998). 특히 5세 유아는 유치

원,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생활을 수년간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기관생

활을 통해 부모 외에 교사, 또래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는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켜 나

간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지

만, 그 중 유아가 최초로 정서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가족이

며,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가진 다양한 특성 가운데 ‘취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

의 삶에서 직업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히

중요한 어머니 관련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취업모 중에서도 자녀 돌

봄에 대한 수요가 강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39.7%로(통계청,

2017) 상당수에 해당한다. 취업모는 직장에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

므로,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김은설,

2012). 또한 취업모는 어머니 역할의 수행에 추가로 직장에서 사회구성

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까지 요구받아, 취업모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비

취업모보다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해 취업모는 스트

레스(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 양육부담감(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등을 높게 경험하는 반면, 때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수

행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이루면서 높은 자

아존중감(Umberson & Gove, 1989), 심리적 안녕감(양은호, 최혜순,

2011)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이루

어가는 과정에서 비취업모와는 다른 일상을 체험하며, 이로 인해 취업모

는 비취업모와 상이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은 상호 보완적으

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서로 충돌

하여 취업모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취업모가 직장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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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험하는 정서로,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서를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라고 명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모는 직장 및 가정생활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행복감, 활력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즉 일-가정 상호향상

(work-family enrichment)을 경험하기도 하고(Carlson, Kacmar, Wayne,

& Grzywacz, 2006), 반대로 스트레스,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즉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경험하기도 한다(Carlson,

Kacmar, & Williams, 2000).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은 직장

과 가정을 넘나들며 각 영역에서 취업모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탐색한 국내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에 따른 양육태도(박봉선, 엄명용, 2016), 취업모의 양육 부

담감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김나현 외, 2013; 김소영, 김선미, 이기영,

2011; 윤지원 외, 2009) 등을 탐색했으며, 취업모의 정서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

연구의 경우, Chang (2013)이 취업모의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유아의 사

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으나, 전반적인 사회정서발달

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발달

을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안녕감(Chang, 2013),

스트레스(Essex, Klein, Cho, & Kalin, 2002), 우울(Feng et al., 2008)과

같은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 역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

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취업모의 정서

뿐만 아니라 취업모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취업모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정서경험에

해당한다면, 이것을 외면으로 표출해내는 정서표현행동은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4 -

일반적인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는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유아는 어머니의 정서를 모델링하며 자신

의 정서를 관리하는 전략을 발달시켜나가므로(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Deham, 1998), 어머니가 표현하는 정서

는 유아에게 학습의 상황을 제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긍정정서

표현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반면(박찬경, 강

지현, 2013; Cumberland-Li, Eisenberg, Champion, Gershoff, & Fabes,

2003), 어머니의 부정정서표현행동이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은 곡선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된다(박찬경, 강지현, 2013; Ramsden

& Hubbard, 2002; Saarni, Mumme, & Campos, 2006). 즉, 적절한 수준의

부정정서 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지

나치거나 부족한 부정정서표현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친다.

개인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서표현행동의 종류 및 강도는 내면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령, 행복감, 효능감과 같이 긍정

적 정서의 정도가 높은 어머니는 긍정정서표현행동을 보다 빈번하고 강

하게 나타내는 반면,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험정도가

높은 어머니는 부정정서표현이 많거나, 오히려 적절한 정서적 표현을 적

게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mmings & Davies, 1994;

Harmeyer, Ispa, Palermo, & Carlo, 2016;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역시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에 의

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취업모가

어떠한 근무환경에 놓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무환

경이 유연할수록 취업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연화, 조복희, 2007; Gottfried, Gottfried

& Bathurst, 2002). 특히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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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가

족친화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가족친화지수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

가족친화제도는 취업모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

이 취업모가 가족친화제도로부터 얼마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도움을

제공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다룬

연구들은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정서에 주목

하였다. 이를 토대로 취업모가 경험하는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에 대한 정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취업모의 개인 내적인 정서경험으로,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는 요인으로,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에게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정서와 관련된 정보 및 행동규칙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어머니

의 정서성이 어머니의 가족 내 정서표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Cumberland-Li et al., 2003)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모의 정서경험 역시 취업모의 정서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정서표현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

인해보고자 한다.

유아기는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

성된 정서조절능력은 이후 다양한 발달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은 어머니의 정

서 및 정서표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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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어머니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모는 비취업모와는 구

분되는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취업모의 정서경험이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취업모의 정서경험이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모의 정서에 초

점을 맞추어 탐색한 선행연구는 소수이며, 취업모의 정서를 살펴본 경우

에도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일-

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취업모의 정서 및 양육관련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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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

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

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1) 정서조절능력의 개념과 발달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그 감정이 자

신과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정서 상태로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조절능력은 자기

규제 또는 정서적 자기조절(emotional self regulation), 정서통제

(emotional control)와 같은 유사한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 연구되어 왔

다. 최근에는 정서인식, 정서지식, 정서활용 등과 함께, 전반적인 정서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정서지능의 개념에 포함되어, 정서지

능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Mayer, Caruso, & Salovey, 2000).

유아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이후의 개인 내적인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특히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응

등 사회정서적인 맥락에서 유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또래관계 및 사회적 능력(Blair, Denham,

Kochanoff, & Whipple, 2004), 유아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업

성취(Denham et al, 2003; Miller et al, 2006; Ursache, Blair, & Raver,

2012)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유아기의 낮은 정서조절능력은 이

후의 외재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이나 공격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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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된다(Eisenberg et al., 2001). 이와 같이 유아기의 정서조절능

력은 이후의 다양한 발달적 성과의 기반이 된다.

정서조절능력은 단순히 불쾌한 정서를 회피하거나 억압함으로써 정서

의 표출을 통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 경험하고 있

는 정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성적으로 숙고하는 능력까지를 의미

한다(곽윤정, 2004).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지능의 여타 하위요인인

정서인식, 정서지식, 정서활용의 발달을 전제로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

서적 능력이며, 정서와 관련된 학습내용을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

인 능력에 해당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나, 초기

아동기는 특히 정서조절능력의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아동

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

다. 12-18개월 사이의 영아들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와 규

범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기초적인 자기 통제의 모습을 보이기 시

작한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Kopp, 1982; Kuczynski &

Kochanska, 1995). 24개월의 아동은 외적 통제를 제공하는 부모가 부재

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고,

36개월경이 되면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맞춰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간다(Karreman, Tuijl, Aken, & Dekovic,

2006).

이후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는 정서조절능력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Denham, 1998). 이 시기의 유아는 인지적 성장과 더불

어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이를 기반으

로 정서조절 능력이 확장된다(Scharfe, 2000; Thompson, 1994). 유아기

동안의 아동은 성인의 외적통제에 의한 자기규제에서 나아가 점차 통제

소재의 내면화를 이루어 가는데(Kopp, 1982, 1989), 이에 따라 기쁨, 슬

픔, 분노 등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친사회적 전략이나 공격적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Fabes &

Eisenberg, 1992; McCoy & Masters, 1985). 또한 이 시기의 유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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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및 타인의 상황과 정서에 대한 인과 관계적 추론이 가능해지고

(Russell, 1990), 타인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기반으

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다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해나간다.

한편, 유아기에서 학령기로의 전이를 앞둔 5세가 되면, 정서사회화의

결과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Denham, 1998). 학령기 이후의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보다 복잡

한 책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서를 억제 및 대처할 수 있는 단계

까지 나아가게 된다(Denham, 1998; Kopp, 1982). 유아기 이후 시기의 고

차원적인 정서조절전략의 발달은 유아기 동안의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전제로 하므로, 일부 연구자들은 유아기를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정서

지능이 발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간주한다(Cole et al., 2009;

Goleman, 1995). 따라서 5세는 학령기 전이를 앞두고 유아기 동안의 정

서조절능력 발달 수준을 점검해보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되며, 이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을 5세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서조절능력의 영향 요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

만, 크게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 교

사, 또래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주목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Thompson, 1994).

먼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는 유아의 성별에 주목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

다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나(조안나, 2012;

Matthews, Ponitz, & Morrison, 2009; Prior, Smart, Sanson, &

Oberklaid, 1993),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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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Elias & Berk, 2002; Stallard, 1993) 역시 보고된다. 이러한 혼재된 결

과는 정서조절능력의 불분명한 개념화 및 측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정서조절능력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측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가 또래 및 교사와 같은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

적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호선, 한유미, 2001; Garner, 1995),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을 측정함에 있어 사회적 맥락에서 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아의 성별과 더불어 기질도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이다. 생애 초기의 정서성, 적응력, 사회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유

아의 기질은,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lair et al., 2004;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기

질의 여러 하위요인 중 부정적인 반응성이나 부정적 정서의 기질을 강하

게 나타내는 유아일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Yagmurlu & Altan, 2010). 또한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정서를 감독

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유아는 보다

적절한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Blair et al., 2004). 반면

외부자극에 대한 활동성, 접근성 등의 성향을 나타내는 외향성의 경우,

외향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감정의 발산이나 공격적인 표현이 많고, 적절

하게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된다(이경

님, 2009; 임희수, 박성연, 2002).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보면,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 중 성별과 기질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유아기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함에 있

어 위 변인들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발달은 선천적 요인이나 생

물학적 발달의 영향을 받기도 하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Casey & Fuller, 1994; Kopp, 1982). 유아기의 정서조

절능력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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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데(Braungart & Stifter, 1991), 이에 따라 유

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 중 어머니 취업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차이에 대해 일치하

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가령,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가 비취업모

의 유아기 자녀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으며(박화윤,

마지순, 김민영, 2012), 반대로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가 정서조절능력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박영태, 이해정, 2011), 그리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 간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조안

나,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 간의 차이는 취업모의 다면적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은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취업모와 취업모로 집단을 구분

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은 근로특성, 직업군, 직장의 가족

지지적인 분위기 등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취업모의 지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무환경 특성에 따라 각각의 취업모가 경

험하는 직장생활은 상이할 수 있다. 취업모의 각기 다른 직장에서의 경

험은 가정에서 다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봄에 있어 단순히 취업여부에 따른

구분이 아닌, 취업모가 가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취업과 더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적 환경에 주목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정서사회화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

로 꼽히는데, 유아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절한 정서적 반

응을 학습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

이다(Thompson & Mayer, 2007). 특히 유아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정서발달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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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

스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부적인 관련 보이

며, 어머니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ernan & Huerta, 2008; Yap, Allen, & Ladouceur,

2008).

어머니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뿐만 아니라, 정서를 외적으로 표출

하는 방식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어

머니의 행동을 모델링하며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켜가므로(Denham,

1998),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에게 보다 직접적인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가령 정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가족 간의 개

방적인 담화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곽윤정, 2004). 또한 부모의 반응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서표현

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타인의 정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어, 유아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제

하고 적절한 정서조절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반면에 부모가 부정적, 강압적이거나, 예

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경우, 유아들은 빈번하게 발생

하는 예기치 않은 감정의 표현에 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며 불안정하게

반응하거나, 적절한 정서의 표현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Morris

et al.,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부

모,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경험과 어머니가 정서를 표현하는 방

식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의 개인차를 살펴봄에 있어, 유아가 평

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서학습의 환경에 놓였는지를 함께 고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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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1)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의 개념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여러 지위를 경험하며 각각의 지위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들 간의 구분은 때로는 불명확하여,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 만족감 등의 심리적인 부분은 한

가지 역할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다른 역할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Edwards & Rothbard, 2000). 여러 역할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

너지를 일으키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처럼

한 가지 역할에 대한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상호

향상(enrichment) 또는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이라고 하며, 후자

의 경우처럼 한 가지 역할에 대한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하

는 것을 역할 갈등(role conflict)이라고 한다(Carlson et al., 2000, 2006).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생활환경에서 다중역할을 경험

하는 대표적인 주체이다.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인사, 노무 등의 분야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삶에서 직장생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직

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적절한 양립이 중요한 안녕의 지표로 떠오르며 아

동 및 가족 분야에서도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

다.

그 중에서도 취업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일-가

정 갈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족 두

영역에서 비롯되는 역할 압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로, 취업모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어려움 중 하나에 해당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Hill,

2005). Greenhaus와 Beutell (1985)은 일-가정 갈등을 세 가지 하위영역

으로 구분하였는데, 절대적인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에 기

초한 갈등(time-based conflict), 스트레스, 피로와 소진 등의 긴장상태로



- 14 -

인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이 지장을 받는 긴장에 기초한 갈등

(strain-based conflict), 그리고 한 영역에서 역할 수행에 효과적으로 작

용했던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행동에 기초

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세 가지 역할

갈등의 유형 중 긴장에 기초한 갈등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정서적

반응 및 태도를 반영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

적인 요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가정 갈등의 형태이다(Rice,

Frone, & McFarlin, 1992).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이 유아의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고려할 때(Kiernan & Huerta, 2008;

Yap et al., 2008), 긴장에 기초한 갈등은 역할갈등의 하위영역 중 가장

유아의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하위영역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의 정서적 측면을 묻고 있는 긴장에

기초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가정 갈등과 같이 취업모의 다중역할 수행

에 따른 부정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일과 가족 영역에서 발생하

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은 개념이다(Barnett &

Hyde, 2001; Hill, 2005; Parasuraman & Greenhaus, 2002). 취업모는 직

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감,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 기술, 경제적 수입, 물질적 자원 등 일상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

게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을 획득하게 되며, 이것은 다른 한 가지

역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일과 가족영역의 상호호혜적인 측

면을 일-가정 상호향상(work-family enrichment)이라고 한다(Barnett &

Hyde, 2001; Frone, 2002). 일-가정 상호향상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

념이기 때문에, 긍정적 전이(positive spillover), 향상 또는 증진

(enhancement), 촉진(facilitation) 등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논의되

어 왔으며, 일-가정 갈등만큼 개념 및 용어표현에 대한 단일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취업모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한 가지 역할의 수행에 따라 획득된 여러 가지 자원이 개인의 삶

의 여러 측면을 넘나들며 도움을 준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Si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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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와 Carlson과 동료들(2006)의 일-가정 상호향상의 개념에 가깝다.

Carlson과 동료들(2006)은 일-가정 상호향상을 여러 가지 자원의 획

득(capital/efficiency),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affect), 지적 또는 개인적 성장(development)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 있다. 세 가지 하위 영역 중 유아의 정서발달에 가장 밀접

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정서적 상호향상이다. 정서적

상호향상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데, 한 가지 역할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대인관계, 업무능력 및

지적인 능력의 발휘, 다른 역할에서의 정서적 상태 등 다른 역할 수행의

영역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Edward &

Rothbard, 2000; MacDermid, Seery & Weiss, 2002). 따라서 정서적 향

상은 전반적인 어머니의 역할 수행과 어머니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가정 상호향상의 영역으로 고려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상호향상의 정서적 측면을 묻고 있는 정

서적 상호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 역할에서 발생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가 다른 역할로 전이될

때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상호향상은 양방향으로 전이가 일어난다. 초

기 연구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방향성을

가정하였으나, 점차 향상과 갈등이 모두 양방향성을 띈다는 견해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Aycan & Eskin, 2005; Gutek, Searle, & Klepa, 1991;

Hill, 2005). 즉, 취업모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

족 상호향상 또는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취업모는 가

정생활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일 상호향상 또는 가족→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이해함

에 있어서 직장과 가정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야 한다.

방향성과 더불어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은 동시에 경험될

수 있는 개별적인 정서이다. 둘은 일직선상에 위치한 개념이 아니며, 개

인에 따라 일-가정 상호향상과 갈등이 모두 높거나 낮은 등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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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Stephens, Franks, & Atienza, 1997)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은 일-가정 상

호향상 또는 일-가정 갈등을 단일적으로 탐색하고 있어, 취업모의 정서

경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위하여 두 가지 정서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취업모의

부정적 정서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관점에서

취업모가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

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

가정 갈등을 함께 고려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취업모가 처한

근무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모의 취업중단

의사, 일-가정 갈등 수준과 같이 일-가정 양립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취업모의 개인적인 변인보다 가족이나 직장과 관련된 환경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순희, 2001). 그 중에서도

취업모의 근무환경과 일-가정 갈등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는데, 취업모의 근로시간의 유연성 정도가 낮거나, 정규근로시간 외 초

과근무가 많은 경우 높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이 보고된다(최연화, 조복

희, 2007; Gottfried et al., 2002; Thompson & Prottas, 2006). 반대로 취

업모의 근무환경과 일-가정 상호향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급여, 직종, 총

근무시간, 육아관련 직장의 복지여건 등이 좋을수록 취업모가 자신의 직

업과 부모역할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나(박성

연, 임미리, 2002; Carlson, Grzywacz, & Kacmar, 2010), 일부 연구를 제

외하면 취업모의 근무환경과 일-가정 상호향상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취업모의 근무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가족친화

제도의 시행과 이용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정부에

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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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정하여 각 기업체에서 시행하도록 권고하며 우수한 기업에 대

해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

족친화제도의 시행 정도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차이를 보이거나(김

화연, 오현규, 박성민, 2015),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체나 정

규직 근로자 한해 실질적 이용이 가능한 등(유계숙, 2010) 가족친화제도

의 실행이 제한적임을 보고해 왔다. 또한 비교적 실행률이 높은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둔 취업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

경험이 있는 취업모는 42.9%로(통계청, 2017)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 이용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들의 일-가

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문은영, 장명

선, 이재희, 2012; 한지숙, 유계숙, 2007),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취업모의 일과 가족 양립 고충이나 양육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위주로 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영향에 주목

한 연구가 존재한다(Scandura & Lankau, 1997; 양소남, 신창식, 2011;

전은다, 김민주, 2018). 그러나 가족친화제도는 단순히 직장과 가정이 충

돌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취업모가 직장과 가

정에서 보다 생산적이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취업모

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과 취업모가 체감하는 제도의 효과성, 나아가 취업모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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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되므로(Essex et al., 2002; Feng et al., 2008), 어머니가 어떤 정서

를 경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모는 비취업모

에 비해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받으며, 이는 가정생활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상적 정서를 이해함에

있어,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정서경험이나 가정에서의 가사 및 육아

와 관련된 정서경험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을

포괄하는 정서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정서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정서경

험과 부정적인 정서경험에서 각각 탐구되어 왔다. 먼저 취업모가 경험하

는 일-가정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직장과 가정생

활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 불안, 위축, 기관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된다(이선희, 도현심,

2007; 이완정, 2003; 임선아, 임효진, 2015). 또한 일-가정 갈등이 아동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반응능력, 또래놀이 상황에서의 지도력,

협력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폭발적인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과민함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배성연, 2005)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

구들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과 전반적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주목한 연구는 제한적

이다. 그러나 취업모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아

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일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Feng et al., 2008)을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일-가정 갈

등 수준이 높으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상호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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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

다. 해외 연구의 경우 취업모가 자신의 일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태도가

취업모의 심리적인 안녕감을 통해 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ng, 2013).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정적이며 긍

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 역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

록 지원하고, 이는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Eisenberg et al., 2005; Feng et al., 2008). 이를 통해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자녀의 정서조절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취업모가 직장 및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가

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취업모의 부정적 정서경험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전반적인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등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유

아의 정서조절능력을 관련지어 살펴보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취

업모가 직장 및 가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함께

고려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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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1)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개념

정서표현행동이란 한 개인이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긍정적 정

서와 부정적 정서를 어느 정도로 개방적으로, 그리고 자주 표현하는가의

패턴을 가리킨다(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정

서표현행동은 정서표현, 정서표현성 등의 유사한 용어로 논의되어 왔는

데, 대체로 개인의 기질, 성장 환경, 의도, 정서적 신념 등의 누적되는 정

서적 경험이 표현되는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Saarni, 1999).

정서표현행동은 단순하게 내적인 감정을 외적으로 표출해내는 행동의 개

념을 넘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사의 표현 및 전달 수단이다.

정서표현행동이 드러나는 다양한 맥락 가운데 가정은 특히 친밀한 구

성원들 간에 정서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다. 가족 내에서 발생

하는 정서표현행동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인 환경을 평가할 수 있으며,

표현된 정서의 종류와 양은 가족 상호작용의 질을 드러내므로(우수경,

최기영, 2002; Darling & Steinberg, 1993), 부모-자녀 관계에서 정서표현

행동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가 가정 내 정서표현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어머니 정서표현행동이 나타나는 방식은 직접적인

정서표현과 간접적인 정서표현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정서표현은 어머니

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긍정

적·부정적 정서표현을 의미한다. 간접적 정서표현은 유아를 상호작용 대

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부부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에게까지

표출되고 전달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Halberstadt et al.,

1995).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정서표현행동은 행동의 주체인 개인이 어떠한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또한 내면의 정서경험을 어떻게 조절하고

타인에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Saarni, 1999).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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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모의 정서표현행동은 유아가 정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중요한

환경이 된다. 유아는 부모의 정서표현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정서 강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획득한다(Eisenberg et al.,

2001).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유아에게 정서에 대한 단

서를 제공하고, 유아는 이에 대한 해석과 모방을 통해 개인 내적인 정서

관리 능력과 또래관계, 사회적 기술 등과 같은 대인관계능력을 발달시킨

다고 보고된바 있다(Cassidy et al., 1992).

정서표현행동은 표현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행복함, 즐거움 등을 표

현하는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분노, 불안, 두려움 등을 표현하는 부정정서

표현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Halberstadt et al., 1995). 긍정정

서표현행동은 대체로 어떤 이득이나 목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좋은 관계의 유지를 위한 감정의 인식과 조절에 더욱 관심을 둔

다(Eisenberg & Fabes, 1992). 따라서 부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은 유아

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서혜린, 이영, 2008; Saarni et al., 2006).

반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머니의 부정정서표현이 미치는 영향은

곡선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 과도한 부정정서표현행동의

경우 자녀의 낮은 수준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됨이 보고된다(배유림, 박

영신, 2015; 여은진, 이경옥, 2009). 그러나 부모가 보이는 적절한 수준의

부정정서표현행동은 오히려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양순, 정영숙, 이기영, 2006; Morris et

al., 2007; Wong, Diener, & Isabella, 2008).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

를 억압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어머니가 정서표현행동을 아예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자녀의 정서

조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 관련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어머니의 정서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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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서표현행동은 어머니가 개

인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를 외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행

동양식에 해당하므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관련 요인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아동 관련 요인과

어머니 관련요인으로 구분되어 탐색되어 왔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요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기질 및 정서성 등

이 탐구되어 왔다. 먼저 유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

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의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된 바 있다. 선

행연구들은 어머니가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방식으로 정서사회화를 촉진

시킨다고 주장한다(Camras, Chen, Bakeman, Norris, & Cain, 2005;

Brody, 2000). 어머니는 남아와 여아 앞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을 달

리 취하는데, 어머니는 여아에게 보다 정서적으로 개방적인 표현을 자주

나타내며(정은미, 김소향, 2016), 정서적인 대화의 양이 많고, 정서를 드

러내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Flannagan & Perese,

1998; Zeman et al., 2006).

유아의 기질 및 정서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상호작용하

는 부모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관점(Lytton, 1990; Garner & Power,

199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어머니

가 더욱 처벌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권연희, 이종희, 2005)가 존재한

다. 또한 극단적 기질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기질이 부정적인 양육

행동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된다(Belsky, Bakermans-Kranenburg, & IJzendoorn, 2007).

이와 같이 대체로 유아의 성별 및 기질은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의 차이

를 살펴봄에 있어 고려되어야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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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의 차이를 야기하는 어머니 관련 요인은 어머니

의 학력(김문신, 김광웅, 2003), 연령(박미숙, 정희정, 2018; 이양순 외,

2006)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다. 그 외에도 어머

니 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정서와의 관련성이

활발하게 탐색되어 왔다. 대체로 행복감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보다 반응적이고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며 분노나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이 적다(김유미, 김정원, 2011;

Al-Yagon, 2010). 반면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적

게 나타내며, 비판적이고, 온정성을 적게 표현하며, 아동의 행동에 적절

하지 않게 반응하거나 통제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Cummings & Davies, 1994).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의 경우, 정서표현행동에 주목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취업모가 경험하는 정서나 심리적인 상

태에 따라 어떠한 양육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가령,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거나, 우울, 불안과 같

은 심리적인 문제를 높게 경험할수록 취업모는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적

게 나타내며, 거부적이거나 신경질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이완정, 2003;

Cooklin et al., 2015). 반대로 취업모가 높은 수준의 일-가정 상호향상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온정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수용

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노진아, 이숙, 2003; 이선

희, 도현심, 2007; Cooklin et al.,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

어 볼 때, 취업모가 경험하는 정서경험 역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취업모의 근무환경 또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해 통제감이 낮을 때 화를 내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등의 정서적인 대처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Endler, Speer, Johnson, & Flett, 2000). 취업모의

유연하고 가족지지적인 근무환경은 직장 및 가정생활에 통제감을 부여하

고 두 영역의 양립가능성을 높이므로, 이는 취업모가 평소 표현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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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인 행동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성별, 기질과 같은 유아 관련 변인

과 취업모의 정서 및 근무환경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해 비취업모와는 구분되는 정서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취업모의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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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관계

정서조절능력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확대, 유지,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발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어머니의 취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박화윤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발달을 촉진하는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에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특히 유아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양육자

인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Feng et al., 2008; Kiernan & Huerta, 2008). 특히 취업모는 직장과 가

정에서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취업모와는 다른 일상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경험하는 정서 역시 상이할 수 있다. 취업모는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녕감(양은호, 최혜순,

2011), 높은 자아존중감(Umberson & Gove, 1989)을 보이기도 하고, 두

가지 영역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높은 스트레스(윤지원 외, 2009)를 경

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서들을 포함하는 일-가정 상호향상 및 일-

가정 갈등은 취업모의 정서경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Hill,

2005). 따라서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상호향상 및 일-가정 갈등의

정도는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뿐만 아니

라,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서표현행

동은 관찰이 가능하고, 유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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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 취업모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이 유아

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어(배유림, 박영신, 2015;

서혜린, 이영, 2008; 이양순 외, 2006; Cole, Zahn-Waxler, & Smith,

1994; Eisenberg et al., 2001),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역시 유아가 모델

링을 통해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표현하는 방식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취업모가 경험하는 정서는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영

향을 미치고(Cumberland-Li et al., 2003), 취업모의 우울, 불안 등 부정

정서의 경험이 높을 때, 자녀에게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증

가한다는 선행연구(Cummings & Davies, 1994)를 종합해볼 때, 취업모

의 일-가정 상호향상은 긍정정서표현행동과, 일-가정 갈등은 부정정서표

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며,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역시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취업모의 정서표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취업모의 일-가

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정서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이완정, 2003; Cumberland-Li et al., 2003;

Harmeyer et al., 2016), 유사한 맥락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

로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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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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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및 가설모형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이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취

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 취업모의 정서

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의 양상

은 어떠한가?

1-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

1-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9 -

【연구문제3】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는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

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

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호향상, 일-가정 갈등), 취업모의 정서

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 취

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모의 정서표현

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2가지 하위영

역(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정서표현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문제3은 다중매개모델로 분석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한 가설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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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

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

한다.

1) 정서조절능력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한 것을 기반으로 그 감

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하

는 정서 상태로 조절하는 능력이다(Salovey & Mayer, 1990). 이 연구에

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란 유아가 가족,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적응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절하

는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1)

2)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이 연구에서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란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획득한 기분, 감정, 태도이며, 다른 역할을 수행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서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일-가

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일-가정 상호향상(work-family enrichment)과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으로 구분한다. 일-가정 상호향상은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에서의 역할 수행에 따라 발생하여 취업모의 가

족생활 또는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활기참,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및 태도를 의미한다. 일-가정 갈등이란 직장생활 또는 가정생활에

1) 이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 응답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수준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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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 수행에 따라 발생하여 취업모의 가족생활 또는 직장생활에 방

해가 되는 스트레스, 소진감,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및 태도를

의미한다.

3) 정서표현행동

정서표현행동이란 가족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의미한다(Halberstadt et al., 1995). Halberstadt

과 동료들(1995)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은 취업모가 가정 내에서 언어적 표현 및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는 유아와의 직접 상호작

용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정서표현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부간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간접적인 정서표

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서표현행동은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부정정서표현행동으로 구분한다.

긍정정서표현행동은 취업모가 가족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

고, 호의에 감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부정정서표현행동은 취업모가 자신 및 가족의 실수나 의견 충돌,

가족의 행동이나 문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슬픔, 화를 표현하는 행동 등

을 의미한다.

4)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가족친화제도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직장에서 제공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근무환경을 의미한다(이병

훈, 김종성, 2009). 이 연구에서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이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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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가 종사중인 직장에서 시행중인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취업모가 제도

의 혜택을 실제로 받은 경험을 의미한다.

취업모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크게 탄력근무제도, 자녀출

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

화문화 조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각 영역에는 세부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홍승아, 박수범, 김승연, 임희정, 류연규, 2015). 탄력근무

제도는 통상의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근무형태를 의

미한다.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는 미취학 아동기 자녀를 둔 부

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이나 학자금과

같은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가

족이 질병,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며,

근로자 지원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장 및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족친화문화조성은 일과 가

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각 영

역에 포함된 세부제도는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가족친화제도의 영역 및 세부제도

영역 세부제도

가족

친화

제도

탄력근무제도

§ 단시간 근로제

§ 시차출퇴근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재택근무·스마트워킹 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 출산전후 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직장 내 보육시설

§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부양가족지원제도 § 가족 돌봄 휴직제도

근로자지원제도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 정시퇴근제도

출처: 201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홍승아, 박수범, 김승연,

임희정, 류연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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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

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대상과 연구도구

의 구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방법에 대해 제시한

다.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관계를 밝히고,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이 유아기 동안 급격히 발달

하며 5세 경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Denham, 1998)를 참

고하여, 연구대상 취업모 자녀의 연령을 5세로 설정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8곳2)의 5세 유

아의 취업모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취업모 149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하고 취

업모 146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기준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기준을 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취업모 선정 기준은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선정기준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의 취업자에 대

한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2) 18개 기관의 구성은 공립(단설, 병설)유치원 2개 기관, 사립(법인, 사인) 유치원 9개

기관, 민간어린이집 6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1개로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포함시켜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 기관을 표집한 지역은 서울시 8개 기관, 인천 및 경기 서부 6개 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 남부 3개 기관(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기북부 1개

기관(파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을 포함시켜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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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보다 짧으며

(통계청, 2017), 특히 5세 시기는 초등학교 전이를 앞두고 취업모의 임금

및 상용직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이재희, 김근진, 2018)을 고려하여, 영유

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취업자에 대한

인식보다는 다소 넓은 통계청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표 Ⅳ-1> 취업모 선정 기준

§ 수입을 목적으로 매주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수입은 없으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위해 주 18시간 이상 일하

는 사람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사고 등의 사유로 일하

지 못하고 있는 사람

출처: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통계청, 2018)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IRB)의 승인을 받

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된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1809/002-010). 연구대상 취업모의 자녀는

남아 60명(41.1%), 여아 86명(58.9%)이었다.

어머니가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아동, 취업모, 해당 가

구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은 남아가 75.0개월(범위:70~82개

월), 여아가 75.4개월(범위:70~81개월)로 유사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출

생순위는 첫째유아인 경우가 72명(49.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둘째 52명(35.6%), 셋째 이상 14명(9.6%)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유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기간은 4년 이상이 75명(5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년 이상~4년 미만 41명(28.1%), 3년 미만 29명

(19.9%)의 순서로 뒤를 이어 대체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기간이 긴

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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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여아 전체

유

아

월령 75.0 (3.2) 75.4 (3.4) 75.2 (3.3)

출생

순위

첫째 31 (51.7) 41 (47.7) 72 (49.3)

둘째 20 (33.3) 32 (37.2) 52 (35.6)

셋째 이상 5 (8.3) 9 (10.5) 14 (9.6)

무응답 4 (6.7) 4 (4.7) 8 (5.5)

연구대상 취업모의 연령은 평균 38.7세(범위: 27~50세), 아버지의 연령

은 평균 40.5세(범위: 27~51세)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졸업이 39명(26.7%), 대학

원 재학 이상이 24명(16.4%), 고등학교 졸업이 20명(13.7%)으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역시 4년제 대학 졸업이 67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2,3년제 대학 졸업이 35명(24.0%), 대학원 재

학 이상이 22명(15.1%), 고등학교 졸업이 19명(13.0%)를 차지했다. 어머

니의 근무분야는 공공부문이 43명(29.5%), 민간기업이 99명(67.8%)이었

으며, 아버지의 근무분야는 공공부문이 25명(17.1%), 민간기업이 114명

(78.1%)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

다. 어머니의 직업군은 사무관리직이 60명(4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기술직이 33명(22.6%), 기타 26명(17.8%), 자영업 14명

(9.6%), 판매서비스직 8명(5.5%), 생산노동직 4명(2.7%)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50명(34.3%), 전문기술

직이 46명(31.5%)으로 유사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영업

19명(13.0%), 기타 13명(8.9%), 판매서비스직 7명(4.8%), 생산노동직 8명

(5.5%)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대상 유아 및 취업모 가구

의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60가구(4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이 35가구(24.0%), 400만원 이

상~500만원 미만이 25가구(17.1%) 400만원 미만이 24명(16.4%)의 순서로

뒤를 이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였다.

<표 Ⅳ-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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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기간

3년 미만 15 (25.0) 14 (16.3) 29 (19.9)

3년~4년 미만 13 (21.7) 28 (32.6) 41 (28.1)

4년 이상 31 (51.7) 44 (51.2) 75 (51.4)

무응답 1 (1.7) 0 (0.0) 1 (0.7)

어

머

니

연령 39.4 (4.1) 38.3 (3.8) 38.7 (4.0)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4 (6.7) 16 (18.6) 20 (13.7)

2,3년제 대학 졸업 16 (26.7) 23 (26.7) 39 (26.7)

4년제 대학교 졸업 25 (41.7) 37 (43.0) 62 (42.5)

대학원 이상 14 (23.3) 10 (11.6) 24 (16.4)

무응답 1 (1.7) 0 (0.0) 1 (0.1)

근무

분야

공공부문 17 (28.3) 26 (30.2) 43 (29.5)

민간기업 42 (70.0) 57 (66.3) 99 (67.8)

무응답 1 (1.7) 3 (3.5) 4 (2.7)

직

업

군

전문기술직 13 (21.7) 20 (23.3) 33 (22.6)

사무관리직 28 (46.7) 32 (37.2) 60 (41.1)

판매서비스직 3 (5.0) 5 (5.8) 8 (5.5)

생산노동직 2 (3.3) 2 (2.3) 4 (2.7)

자영업 6 (10.0) 8 (9.3) 14 (9.6)

기타3) 7 (11.7) 19 (22.1) 26 (17.8)

무응답 1 (1.7) 0 (0.0) 1 (0.1)

아

버

지

연령 41.1 (4.2) 40.1 (4.2) 40.5 (4.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5 (8.3) 14 (16.3) 19 (13.0)

2,3년제 대학 졸업 16 (26.7) 19 (22.1) 35 (24.0)

4년제 대학교 졸업 30 (50.0) 37 (43.0) 67 (45.9)

대학원 이상 7 (11.7) 15 (17.4) 22 (15.1)

무응답 2 (3.3) 1 (1.2) 3 (2.1)

근무

분야

공공부문 11 (18.3) 14 (16.3) 25 (17.1)

민간기업 47 (78.3) 67 (77.9) 114 (78.1)

무응답 2 (3.3) 5 (5.8) 7 (4.8)

직

업

군

전문기술직 19 (31.7) 27 (31.4) 46 (31.5)

사무관리직 21 (35.0) 29 (33.7) 50 (34.3)

판매서비스직 2 (3.3) 5 (5.8) 7 (4.8)

생산노동직 4 (6.7) 4 (4.7) 8 (5.5)

자영업 8 (13.3) 11 (12.8) 19 (13.0)

기타 4 (6.7) 9 (10.5) 13 (8.9)

무응답 2 (3.3) 1 (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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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7 (11.7) 17 (19.8) 24 (16.4)

400~500만원 미만 9 (15.0) 16 (18.6) 25 (17.1)

500~600만원 미만 11 (18.3) 24 (27.9) 35 (24.0)

600만원 이상 31 (51.7) 29 (33.7) 60 (41.1)

무응답 2 (3.3) 0 (0.0) 2 (1.4)

연구대상 취업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취업모가 종사중인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와 취업모의 이용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가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부양가족 지원제도와 근로자 지원제도는 각 영

역에서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모의 수가 적고, 두 영역이 모두

근로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함께 묶어 빈도를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연구대상 취업모들이 근무 중인 직장에서는 가족친화

제도의 4개 영역 가운데, 가족친화문화조성,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근무제도 순서로 시행률과 이용

률이 높았다. 추가로 구체적인 이용경험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모

의 직업군에 따라 시행여부 및 이용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이용경험이

전문기술직 및 사무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가족친

화제도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모 중 전문기술직과 사무관리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탄력근무제의 경우 51.4%,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의 경우 73.4%,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의 경우 88.3%, 가족친

화문화조성의 경우 68.5%로, 탄력근무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3) 기타 직업군: 주관식 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직업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프리랜서, 학교 및 학원 강사 등이 기타 직업군에 포함되었음
4) 직업군별 세부제도 이용개수 (전체범위: 0~13)

� 전문기술직 : M = 3.2, SD = 2.1, R = 0~8

� 사무관리직 : M = 3.6, SD = 2.3, R = 0~8

� 판매서비스직: M = 1.3, SD = 1.0, R = 0~3

� 생산노동직 : M = 1.8, SD = 1.0, R = 1~3

� 자영업 : M = 1.5, SD = 1.7, R = 0~6

� 기타 : M = 2.0, SD = 1.5, R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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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과 사무관리직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

면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취업모 중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동직,

자영업, 기타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탄력근무제 48.6%,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26.6%,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11.7%, 가족

친화문화 조성 3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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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연구대상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시행

여부

이용경험

유무
전문
기술직

사무
관리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
노동직

자영업 기타 무응답 전체

가

족

친

화

제

도

탄력

근무

제도

시

행

중

있음 7(20.0) 11(31.4) 3(8.6) 2(5.7) 5(14.3) 7(20.0) 0(0.0) 35(100.0)

없음 8(25.0) 19(59.4) 0(0.0) 0(0.0) 1(3.1) 3(9.4) 1(3.1) 32(100.0)

소계 15(22.4) 30(44.8) 3(4.5) 2(3.0) 6(9.0) 10(14.9) 1(1.5) 67(100.0)

시행하지 않음 18(22.8) 30(38.0) 5(6.3) 2(2.5) 8(10.1) 16(20.3) 0(0.0) 79(100.0)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시

행

중

있음 23(25.6) 43(47.8) 3(3.3) 2(2.2) 6(6.7) 13(14.4) 0(0.0) 90(100.0)

없음 5(27.8) 6(33.3) 0(0.0) 1(5.7) 3(16.7) 3(16.7) 0(0.0) 18(100.0)

소계 28(25.9) 49(45.4) 3(2.8) 3(2.8) 9(8.3) 16(14.8) 0(0.0) 108(100.0)

시행하지 않음 5(13.2) 11(29.0) 5(13.2) 1(2.6) 5(13.2) 10(26.3) 1(2.6) 38(100.0)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시

행

중

있음 16(31.4) 29(56.9) 0(0.0) 0(0.0) 2(3.9) 4(7.8) 0(0.0) 51(100.0)

없음 7(31.8) 8(36.4) 0(0.0) 0(0.0) 2(9.1) 5(22.7) 0(0.0) 22(100.0)

소계 23(31.5) 37(50.7) 0(0.0) 0(0.0) 4(5.5) 9(12.3) 0(0.0) 73(100.0)

시행하지 않음 10(13.7) 23(31.5) 8(11.0) 4(5.5) 10(13.7) 17(23.3) 1(1.4) 73(100.0)

가족친화

문화조성

시

행

중

있음 24(22.2) 50(46.3) 4(3.7) 3(2.8) 7(6.5) 19(17.6) 1(0.9) 108(100.0)

없음 7(31.8) 8(36.4) 1(4.6) 0(0.0) 3(13.6) 3(13.6) 0(0.0) 22(100.0)

소계 31(23.9) 58(44.6) 5(3.9) 3(2.3) 10(7.7) 22(16.9) 1(0.8) 130(100.0)

시행하지 않음 2(12.5) 2(12.5) 3(18.8) 1(6.3) 4(25.0) 4(25.0) 0(0.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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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용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병래(1997)의 유아용 정서조

절능력검사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31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유아

의 전반적인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인식능력 7개 문항, 자기조

절능력 8개 문항, 타인인식능력 7개 문항, 타인조절능력 9개 문항을 포함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및 타인 인식능력 문항을 제외하고, 자신

및 타인의 감정 조절을 묻고 있는 17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의 내용

을 검토한 결과, 원척도의 자기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일부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내용

을 포함하였으며, 타인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일부가 비사회

적 맥락에서의 내적인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자기정서조절능력 및 타인정서

조절능력을 측정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점수를 산출

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이 아이는 게임에서 졌을 때, 화내지 않고 결과

를 수용한다.”,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 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점수는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취업모가 지각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

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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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수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정서조절능력
1, 2, 3, 4, 5, 8, 9, 10,

11, 12, 13, 14, 15, 16
14 .80

2)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Carlson과 동료

들(2000)이 개발한 Work-Family Conflict Scale과 Carlson과 동료들

(2006)이 개발한 Work-Family Enrichment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Work-Family Conflict Scale의 원척도는 발전적 향상(developmental

enrichment), 정서적 향상(affective enrichment), 자원/능률 측면의 향상

(enrichment in capital/efficiency)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정서경험에 주목하고자 정서적 향상을 묻는 6개 문

항만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Work-Family Enrichment Scale의 원척도

역시 시간에 기초한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에 기초한 갈등

(strain-based conflict), 행동에 기초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정서경험에 주

목하고자 긴장에 기초한 갈등을 묻는 6개 문항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에 대해 아동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문항의 내용은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가정의 방향과,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족-일의 방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상호향상은 “나는 직장생활 통해 활력을 얻고,

이는 내가 더 나은 가족구성원이 되도록 돕는다.”, “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고, 이는 내가 직장에서 더 좋은 직원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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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돕는다.” 등이 있으며, 일-가정 갈등은 “나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

아오면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가족을 돌보기 어렵다.”, “나는 직장에서

업무시간에 가족과 관련된 걱정이나 불안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해되곤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 범위를 가진다.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의 점수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 또는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5>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일-가정 상호향상 1, 2, 3, 4, 5, 6 6 .90

일-가정 갈등 7, 8, 9, 10, 11, 12 6 .85

3) 정서표현행동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와 동료들(1995)의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가정 내에서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

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측정하

는 문항을 담고 있다. 감사, 칭찬, 기쁨 등을 나타내는 긍정정서표현의

23개 문항과, 불만족, 분노, 토라짐 등을 나타내는 부정정서표현의 1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내용은 긍정정서표현행동은 “식구들을 자

연스럽게 껴안아준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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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부정정서표현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경멸감을 보인

다.”, “별것 아닌 일에도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 범위를 가진다. 취업모

의 정서표현행동의 점수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 또는 부정정서표현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6>에 제

시되어 있다.

<표 Ⅳ-6>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긍정정서표현행동

1, 2, 3, 6, 16, 17, 18, 19, 21,

22, 23, 25, 26, 28, 29, 30, 31,

33, 34, 35, 38, 39, 40

23 .89

부정정서표현행동
4, 5, 7, 8, 9, 10, 11, 12, 13,

14, 15, 20, 24, 27, 32, 36, 37
17 .87

4)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2017)의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취업모

가 종사하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이용경험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여성가족부(2017)의 원척도는 기

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취업모가 응

답하기에 적절하도록 전반적인 회사 내 이용률이나 경영목표 및 인사규

정과 관련된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원척도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경험, 아버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경험 등 아버지의 가족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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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도 이용경험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용경

험을 응답한 아버지가 5명 미만으로 관측되었고, 해당 이용경험은 아버

지 직장의 가족친화정도를 반영한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아동학 교수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제도의 하위영역에 속한 세부제도 중 이용 경험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영역을 1로,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집단을 구

분하였다.

5) 기질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기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Blair et

al., 2004; Halberstadt et al., 2001)에 따라, 유아의 기질을 통제할 목적

으로 유아의 기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의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very short form (CB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BQ-very short form은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의 3가지 하

위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1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기질의 하위영역

중 외향성에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 2개 문항을 제외하여 외향성 10

개 문항, 부정적 정서 12개 문항, 의도적 통제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외향성은 “높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모험

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등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는 “어떤 과제를 해내

지 못했을 때 우울해하는 편이다.” 등이 있고, 의도적 통제는 “위험하다

고 얘기한 장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화하여 1~5점 범위를 가진다. 유아의

기질의 점수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외향성, 부정적 정서, 의도적 통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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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는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7> 유아의 기질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신뢰도

외향성
1, 4, 10, 13*, 16, 19*,

22*, 25, 31*, 34*
10 .61

부정적 정서
2,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12 .69

의도적 통제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12 .76

*는 부정형 질문으로 역산한 문항을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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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가 적합한지 알아보고, 적절한 연구모

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이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연구 설계의 타당

도를 높이고,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

었으며,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모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취업모가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7~10분이

었으며, 일부 문장의 이해가 어렵거나, 설문지의 가독성이 낮아 응답하는

데 오래 걸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문장의 표현을 수정하

고, 문항 배치를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18곳에서 5세 학급에 재원 중인 아동 149명

의 취업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기관

에 1차로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기관장의 동의를 획득하였다. 기관장의 동의가 획득된 경우에 한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 설명서와 동의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

하였다. 연구자가 기관에 2차로 방문하여 동의획득 여부를 확인한 후, 동

의가 획득된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였다. 질문지는

각 기관에서 약 1~2주에 걸쳐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149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3부를 제외한 146명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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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A 13.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

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t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경로분석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앞서 부정형 진술문에 대해서 역산 처리

를 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인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토

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아동, 취업모,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의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

동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이 가족친화제도 이

용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넷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취업

모의 정서표현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

석을 통해 다중매개모델을 검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

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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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

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양상 (연구문제1)

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총 점수범

위는 1~5점이다.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평균 점수는 3.73

점(SD = .47)으로, 중간 점수 3.71점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는 여아에 비해 정서조절능력의 점수

분포가 넓고, 여아보다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1.51, n.s.). 이는 연구대상 유아의 절반 이상

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기간이 4년 이상인 유아로, 유아의 기관

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관에서의 적절한 학습 환경이 친사회적 조절

및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돕는다는 선행연구(McClelland & Morrison,

2003; Perels, Merget-Kullmann, Wende, Schmitz, & Buchbinder, 2009)

를 기반으로 해석해볼 때, 오랜 기관생활을 통해 연구대상 남아 역시 일

정 수준 이상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이루어 온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

다. 그러나 유의하지 않은 수준일지라도 여아의 정서조절능력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남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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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남을 보고한 점(Matthews et al., 2009; Prior et al., 1993)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

유아의 성별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표 Ⅴ-1>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양상과 성별에 따른 차이

변 수 성별 N M (SD) 최소값 최대값 t

정서

조절

능력

남아 60 3.66 (.53) 2.71 5
1.51

여아 86 3.78 (.41) 3 4.69

전체 146 3.73 (.47) 2.71 5

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양상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양상

을 파악한 결과는 <표 Ⅴ-2>과 같다. 먼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의 경우,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의 총 점수범위는 1~5

점이다. 일-가정 상호향상의 경우 평균 4.20점(SD = .66)으로 연구대상

취업모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일-가정 상호향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가정 갈등의 경우 평균 2.19점(SD = .76)으로

연구대상 취업모들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으며, 일-가정 상호향상이 일-가정 갈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20.30, p < .001). 이는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보

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며, 취업모의 부정정서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던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김나현 외, 2013; S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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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moto & Maruyama, 2006)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민간기업 근로자들보다 일-가정 갈등이나 일에 대한 압박감

수준이 낮으며(김화연 외, 2015; Russel, O’Connel, & McGinnity, 2009),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직장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

행연구(Greenhaus & Powel, 2006)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취업모 가운

데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가구소득 또한 높은 집단이

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의 양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으므로(Stephens et al., 1997), 직장과 가정에서의 정서경험

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가정→일 상호향상(M =

4.34, SD = .74)이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가정생

활에 도움을 주는 일→가정 상호향상(M = 4.05, SD = .79)보다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경험에 해당하는 일-가정 상호향

상은 가정에서의 경험이 직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비롯됨을 밝혔던 선행연구(Grzywacz & Bass, 2003)와 같은 맥

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반면, 일-가정 갈등은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가정 갈등(M = 2.43, SD = .98)이 가정생

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는 가정→일

갈등(M = 1.94, SD = .79)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

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중 부정적 정서경험에 해당하는 일-가

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일-가정 갈등이 가정→일 갈등보다는 일→가

정 갈등에서 야기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Frone, 2002)와 맥락을 같이한

다.

한편,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부정정서표현행동의 총 점수범위 1~5점이며, 긍정정서 표현행동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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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점(SD = .44), 부정정서 표현행동은 평균 2.55점(SD = .48)이었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부정정서표현행동이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정서

표현행동이 부정정서표현행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t = 22.97,

p < .001), 연구대상 취업모들은 긍정정서표현행동을 부정정서표현행동

보다 유의하게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조사대상 취업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과 가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긍정정서의

표현 또한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표 Ⅴ-2>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양상

M SD Min Max t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일-가정

상호

향상

일→가정 4.05 .79 2 5

20.30***

가정→일 4.34 .74 2 5

전체 4.20 .66 2.5 5

일-가정

갈등

일→가정 2.43 .98 1 5

가정→일 1.94 .79 1 4

전체 2.19 .76 1 4

정서

표현

행동

긍정정서표현행동 3.83 .44 2.57 4.83
22.97***

부정정서표현행동 2.55 .48 1.24 3.71

***p <.001

취업모의 근무환경이 취업모가 직장 및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

및 정서의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선희, 도현

심, 2007; Barnett & Gareis, 2007)에 기반하여, 취업모가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에 따라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의 차이를

보이는지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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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취업모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차이

이용경험

유무
N M(SD) t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일-가정

상호

향상

탄력근무제도
있음 35 4.3 (.11)

1.08
없음 111 4.2 (.06)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있음 90 4.13 (.07)
-1.44

없음 56 4.29 (.09)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있음 51 4.12 (.09)
-.95

없음 95 4.23 (.07)

가족친화문화

조성

있음 108 4.20 (.06)
.07

없음 38 4.19 (.11)

일-가정

갈등

탄력근무제도
있음 35 2.26 (.14)

.62
없음 111 2.17 (.07)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있음 90 2.22 (.08)
.70

없음 56 2.13 (.10)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있음 51 2.19 (.11)
-.01

없음 95 2.19 (.08)

가족친화문화

조성

있음 108 2.21 (.07)
-1.88

없음 38 2.39 (.13)

정서

표현

행동

긍정정서

표현행동

탄력근무제도
있음 35 3.93 (.07)

1.42
없음 111 3.80 (.04)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있음 90 3.81 (.05)
-.72

없음 56 3.87 (.06)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있음 51 3.79 (.05)
-.98

없음 95 3.86 (.05)

가족친화문화

조성

있음 108 3.85 (.04)
.95

없음 38 3.78 (.08)

부정정서

표현행동

탄력근무제도
있음 35 2.56 (.06)

.08
없음 111 2.55 (.05)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있음 90 2.58 (.05)
.75

없음 56 2.52 (.07)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있음 51 2.62 (.06)
1.17

없음 95 2.52 (.05)

가족친화문화

조성

있음 108 2.54 (.05)
-.46

없음 38 2.5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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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모

든 하위영역에서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는 연구대상 취업모들이 개인적 돌봄 지원, 높은 사회경제적 지

위 등 가족친화제도 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서 균형을 모색할 수 있었던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들은 개

인적 돌봄 지원의 존재가 취업모의 생활 만족도나 심리적인 복지감을 높

인다고 보고하였는데(문혁준, 2004; 이수미, 이숙현, 2010), 이 연구의 조

사대상 취업모들은 <표 Ⅴ-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유치원, 어린이

집과 같은 기관 돌봄 외에도 조부모, 남편,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개인적

양육지원을 제공받고 있었다.

<표 Ⅴ-4> 연구대상 취업모의 개인적 돌봄 지원 유무

변수 구분 N (%)

개인적

돌봄지원

유무

없음 48 (32.88)

있음 98 (67.12)

조부모 60 (41.10)

남편 49 (33.56)

아이돌보미 7 (4.79)

기타 17 (11.64)

또한 조사대상 취업모 중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전문기

술직과 사무관리직의 화이트컬러 직군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월평균 가

구소득이 높은 등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였다.

연구대상 취업모들은 직장에서도 대부분 정시퇴근이 가능하였으므로5),

이와 같이 취업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가능하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키

5) 정시퇴근 이용빈도: 거의 매일 정시퇴근 96명(68.57%),

주 1~2회 시간 외 근무 20명(14.29%),

주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 14명(10.00%),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음 10명(6.85%),

무응답 6명(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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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및 실질적 이용의 어려움을 언급한

선행연구(김화연 외, 2015; 유계숙, 2010; Allen, 2001)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모의 수

가 적으며, 특정 직업군에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이 편중되었기 때문

에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 연구대상 취업모 가운데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이 있는 취업

모는 대부분 전문기술직 및 사무관리직의 화이트컬러였으며, 특히 사무

관리직의 이용경험 빈도가 높았다. 그 외 판매서비스직, 생산노동직, 자

영업, 기타 직업군의 경우,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이용 빈도

가 모두 낮은 편이었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취업모의 가족친화제

도 이용경험은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친화제도 이

용경험에 따른 정서 및 정서표현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군

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취업모를 중심으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및 정서표현행동은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은 이후 분

석의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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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

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관계 (연구문제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일-가정 상

호향상, 일-가정 갈등),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긍정정서표현행동, 부정

정서표현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주요

변인 간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의 관계

1 2 3 4 5

유

아
1.정서조절능력 1

취

업

모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2.일-가정

상호향상
.32*** 1

3.일-가정

갈등
-.25** -.41*** 1

정서

표현

행동

4.긍정정서

표현행동
.44*** .55*** -.39*** 1

5.부정정서

표현행동
-.25** -.29*** .34***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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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과는 유의

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r = .32, p < .001), 일-가정 갈등과는 유의한 부

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5, p < .01). 즉, 취업모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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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취업모가 직장생활 및 가정생

활을 통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는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긍정적

인 정서 경험의 정도가 정적 관계를,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정도와 부적

관계를 보였던 선행연구(Feng et al., 2008; Chang, 2013)와 맥을 같이한

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r = .44, p < .001), 부정정서표현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5,

p < .01). 이를 통해 어머니가 평소 가정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할수록 유아가 감정을 적절하

게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모가 경험하는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1, p < .001). 즉,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적

음을 의미한다.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은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

동과는 정적 상관을(r = .55, p < .001), 부정정서표현행동과는 부적 상

관을 보였다(r = -.29, p < .001). 반대로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은 긍정

정서표현행동과는 부적 상관을(r = -.39, p < .001), 부정정서표현행동과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01). 이는 취업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평소에 긍정적인 정

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많아지며,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줄어

든다는 것 의미한다. 반대로 취업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통해 부정

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평소에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많아지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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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

서표현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

는 영향 (연구문제3)

앞선 분석결과에 따라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경로분석을 통한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의 검증을 실

시하였다.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

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모형은 <그림 Ⅴ-1>과 같다.

<그림 Ⅴ-1> 가설모형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자유도가 1, χ2 값이 4.834였으며

(p<.05), IFI 값이 .983, TLI 값이 .469, CFI 값이 .981, RMSEA 값이

.163으로 다소 양호하거나 낮은 수준의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6).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유아의 정서

6) 일반적으로 모형이 복잡할수록 적합도는 증가하는데, χ2 값은 p>.05일수록(H0: 연구모

형과 수집된 데이터가 적합함), IFI, TLI, CFI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다. 보통 .80이

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90 이상이면 우수한 적합도로 판단한다

((Kline,1998). RMSEA 값은 .05~.08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로, .05 이하는 우수한 적합

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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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

상이 취업모의 부정정서표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에 보다 적합한 연구모형의 도출을 위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여

연구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자유도가 4, χ2 값이 7.795였으며(p > .05), IFI 값이

.983, TLI값이 .869, CFI 값이 .981, RMSEA 값이 .081으로 대체로 양호

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

<표 Ⅴ-6> 수정모형의 적합도

df χ2(p) IFI TLI CFI RMSEA

4 7.795(.099) .983 .869 .981 .081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Ⅴ-2> 및 <표 Ⅴ-7>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 가운데 일-가정 상호향상은 취업모

의 긍정정서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쳤다(β = .416, p < .001). 취업모의 일

-가정 갈등은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β = -.223, p

< .01), 부정정서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225, p < .01). 즉,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인 일-가정 상호향상을 높

게 경험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이 많아지고, 반대

로 부정적인 정서인 일-가정 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증가함을 의미

한다. 이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행복감, 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긍정정서를 표현하는 행동과,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부

정정서를 표현하는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한 선행연구

(Cummings & Davies, 1994; Harmeyer et al., 2916; Morris et al.,

2007)와 같은 맥락의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은 긍정정서표현행동만이 유아의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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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β = .360, p < .001), 취업모의 부정정서

표현행동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 =

-.144, n.s.). 이는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

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짐을 보고한 선행연구(곽윤정, 2004;

Eisenberg et al.,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부정정서표현행

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던 선행연구

(Morris et al., 2007)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연구대상 취업

모들이 일-가정 갈등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 취업모들의 낮은 일-가정 갈등 수준으로 인

하여 일-가정 갈등 정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가 포착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

요하다.

<그림 Ⅴ-2> 수정모형

<표 Ⅴ-7>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S.E.) β

일-가정 상호향상 → 긍정정서표현행동 .277 (.049) .416***

일-가정 갈등 → 긍정정서표현행동 -.128 (.044) -.223**

일-가정 갈등 → 부정정서표현행동 .141 (.051) .225**

긍정정서표현행동 → 정서조절능력 .385 (.079) .360***

부정정서표현행동 → 정서조절능력 -.141 (.073) -.14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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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간접효

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

과는 <표 Ⅴ-8>와 같다. 최종모형에서는 직접효과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와 총 효과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정적

인 간접효과를(β = .150, p < .01), 일-가정 갈등은 부적인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13, p < .01). 즉, 취업모의 일-가정 상

호향상이 1만큼 증가할 때, 이는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의 증가를

통하여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150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취업

모의 일-가정 갈등이 1만큼 증가할 때, 이는 취업모의 긍정정서표현행동

의 감소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113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

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정서성과 가정 내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발달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던 선행연구(Cumberland-Li et al., 2003)와 유사한 맥

락이다.

한편, 부트스트래핑 방법의 경우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트스트래핑 검증결과, 일-

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의 간접효과에 대하여 모두 95%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일-가정 상호향

상: β = .150, 95% C. I. [ .071, .235 ] / 일-가정 갈등: β = -.113, 95%

C. I. [ -.187, -.052 ]).

<표 Ⅴ-8> 경로모형의 효과분해

변수 bootstrapping

종속변수 독립변수 간접효과 β 95% C. I.

정서

조절

능력

일-가정 상호향상 .150** [ .071, .235 ]

일-가정 갈등 -.113** [ -.187, -.052 ]

주) 효과분해 유의미성 검증은 부투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재표집 1000회 실시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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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정서가 가정 내에서 긍정 또는 부정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를 위해 어머니의 일상적 정서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발달에 중요한 환

경적 맥락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Essex et al., 2002; Feng et al., 2008),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선행변수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이 취

업모의 가정 내 정서표현행동을 매개로 하여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

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취업모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 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5세 유아의 취업모 14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하여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에 대한 정서, 정서표현행동,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분석 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보이는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일-가정 상호향상이 일-가정 갈등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연구대상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부정

적인 정서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 상호향

상의 경우 가정생활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

족→일 향상의 정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일-가정 갈등의 경우 직장생활

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가정 갈등의 정도

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김나현 외,

2013; 박봉선, 엄명용, 2016; 양소남, 신창식, 2011)와는 달리, 취업모 역

시 다중역할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경험의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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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대체로 가정에서부터,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은 직장에서부터 비롯되는 정도가 더욱 높음은 기존의 선행연구(Frone,

2002; Grzywacz & Bass, 2003)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는 취업모가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늘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은 가족친화

제도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가

족친화제도를 이용해본 취업모가 많지 않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

양한 직업군에서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보다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대상 취업모들 중 상당수가

조부모, 남편 등의 개인적인 돌봄 지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개

인적 지원의 존재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없이도 취업모의 일-가정 균

형 모색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 취업모와는

달리 개인적 돌봄 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업모 역시 상당수 존재하

며, 이러한 취업모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보

다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가 취업모의 가정 내 정서표

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가정 갈등에서 상이하

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정서표현행동은 취업모의 일-가정 상호향상과 일

-가정 갈등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 반면, 부정정서표현행동은 일-가정

갈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취업모가 나타내는 부정적인 정서

의 표현은 일-가정 갈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일-가정 상호향상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력이 상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넷째,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취업모의 정서표현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부정적 정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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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

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취업모가 개인 내

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자체가 직접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취업모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

는가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하고 중요한 환경적 맥락임을 조명하는

기존 선행연구(Cassidy et al., 1992; Saarni et al., 2006)와 맥을 같이한

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

인을 살펴봄에 있어, 취업모만의 정서 경험과 그 영향에 주목하였다. 취

업모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가운데 40%에 육박하여(통계청, 2017)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지만, 취업모의 정서경험을 자녀의 정서발달과 연

관 지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

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 수행과 관

련하여 취업모의 정서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취업모가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취업모가 직장생활로 인해 대체로 스트레스, 무기

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정도가 강하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

이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통제적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

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완정, 2003;

Cooklin et al., 2015). 이에 비해 취업모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축적된 연구결과 역시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뿐만 아니라 취업

모의 일-가정 상호향상, 즉 취업모의 긍정적인 정서경험 또한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정

서경험인 일-가정 상호향상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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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긍정정서표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이를 통해 취

업모와 유아기 자녀의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발달에 취업모의 긍정정

서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

업모의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 내 취업모 지원프로그

램의 시행과 활발한 이용을 위한 분위기 형성, 직장 내 자원제공의 필요

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셋째, 취업모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서표현행동의 중요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취업모의

내적 정서경험이 결국 외적인 정서표현행동, 특히 긍정정서표현행동을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즉, 취업모가 직

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개인 내적인 정서경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복, 기쁨, 존경과 같

은 긍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 유아

에게 전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위해 취업모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해내도록 강조하는 부모교

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질문지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유아 변인인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검사 또

는 관찰을 통해 평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5세 유아

가 기관생활을 통해 학습한 사회적 규율을 실제 자신의 행동과 혼동하여

객관적인 보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아와

가장 가까운 관찰자인 주양육자 어머니를 통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소 유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

을 여지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유아 관찰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함

께 활용한다면 보다 타당하며 균형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취업모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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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직이나 사무관리직이 많고, 공공부문 근로자가 많은 등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취업모를 고르게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취업모의 5세 자녀를 대상으

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일-가정 역할에

대한 정서와 정서표현행동의 영향력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취업모가 직

장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보육분야에서 취업

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

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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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onal role of working mothers’

emotion-expressive behavior

Kwon, So Je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experience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on development of their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emotions experienced

by working mothers who confront with duties of performing multiple

role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aths from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work-family

enrichment; WFE, work-family conflict; WFC) to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roug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expressive

behaviors of working mothe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featu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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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2)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working mothers’

emotion-expressive behaviors, and (3) to investigate the paths from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to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rough working mothers'

emotion-expressive behavior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ATA 13.0 and AMOS 25.0.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WFE was higher than WFC. This indicates that working

moth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sitive emotions than negative

emotions from performing multiple roles in work and family. As for

emotion-expressive behaviors, the working mothers reported

performing posi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more frequently than

nega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differences i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based on the experience of utilizing

family-friendly programs were also not significant.

Second, the correlations among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were partially significant.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working mothers’

WFE and posi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ir WFC and nega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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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WF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posi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Third,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partly affected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s, after controlling for preschoolers’ temperament. In

particular, WFE and WFC both had significant effects on posi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while only WFC had significant impact

on nega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In addi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had no 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Fourth, the result of effect decomposition showed that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ffecte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indirectly through the emotion-expressive

behaviors of working mothers. WFE had positive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hereas WFC had negative indirect

effect on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emotion-expressive behaviors, and confirmed

the paths from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to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through emotion expressive

behaviors of working mo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working mothers’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and positive emotion-expressive behavior in promoting

development of their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Keywords: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emotions regarding

work-family roles, emotion-expressive behavior,

family friendly work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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