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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정 내 역할과 새로이 부각된 직

업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역할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일-가정 두 역할 간 갈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임

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고민하는 연령인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여성 취

업현황에서 전형적으로 M자형 곡선의 함몰된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증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국내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우, M자의 함몰된 지점에서 회복되지 못

하는 L자형 곡선을 보이는데, 이는 국내 고학력 여성이 경력단절이 일어

나는 30대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내 여성은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문제로 지속되는 만큼, 여성인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고학력 전문 인력 손실방지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특히, 

그간 일-가족 다중역할갈등과 관련한 주제가 역할갈등의 원인 또는 관

련변인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처방안 측면에

서 주요하게 모색되었다면, 최근에는 기혼여성 근로자 개인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와 조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들을 위

한 상담적 접근에 대한 관심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여성 근로자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개인 내외적으로 역할갈등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다중역할갈등상황을 

경험하는 워킹맘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이

는 여성진로에서 진로상담의 역할이 더욱 요구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 ii -

서는 실제 다중역할갈등상황에서 워킹맘은 어떤 인지양식을 보이고, 어떠

한 반응을 대처기체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양식을 활용하기 위한 상담적 접근이 요구되겠다.

역할갈등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경험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생활사

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략으로서 문제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유연성은 역경에 대한 탄력성, 창의적 문제해결, 자기초점, 조망확대, 인

지치료의 대안적 해석과정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해 연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역할갈등상황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심리적 거리조절의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문제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개

인은 문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문제상황

에 매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논의되

었다. 한편 최근의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심리적 거리와 창의적 문제해결

과의 관련성이 분석되고, 다양한 심리적 거리 조절 기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일-가족 역할갈등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과 관련하여 유연한 시각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서 심리

적 거리조절이라는 기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유연

함을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적 사고’로 개념화하여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의 효과 차이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대안적 사고’란 문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 모색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통해 확

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 이상 고학력 워킹맘들이 일-가족 역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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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대안적 사고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다중역할갈등이라는 

문제상황에 대한 귀인과 부정적 사건 자극 전후의 정서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심리적 거리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의 적응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은 일대 일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나리오자극을 

제시한 후, 피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제시자극 시나리오는 문헌리뷰 및 10인의 기혼여성 근로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된 네 가지 사례 중 3인의 상담전문가 평정을 거쳐 선정

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는 사례의 현실

성, 몰입도, 일반성, 역할갈등이 촉발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용이한지, 워

킹맘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공감가능한지 등이 고려되었다. 최종 

선정된 시나리오는 해석수준이론(Trope & Liberman, 2010a, 2010b)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 조절 조건을 적용하여 두 가지 버전의 시나리오로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된 심리적 거리 조건은 시간거리(temporal 

distance), 공간거리(spatial distance), 가설적 거리(hypothetical distance),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등으로, 이상의 자극 조작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된 실험설계는 예비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실험이 계획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실험에는 현재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 

6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응답의 성실성 및 자녀의 연령 등 

실험조건에 부합하는 54명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실시

에 앞서 피험자의 학력 비율을 고려하여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심리적 거리가 조절된 두 가지 실험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자극으로 

제시하였다. 즉, 피험자에게 제시자극 속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해 심리

적 거리가 가깝거나 멀도록 조작된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

공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사전검사를 수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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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본실험에 임하였다. 본실험에서 피험자는 시나리오를 제

공받아 이를 읽고  시나리오 상황에 몰입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후, 제

공된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대안 생성 작업이 끝나면 갈등상황

에 대한 귀인 및 정서변화를 응답한 후, 사후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십분 

내외의 디브리핑(debriefing) 시간이 있었다. 이상의 절차는 실험설계 과

정에서 정해진 지침에 따라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갈등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자료는 대안

의 양과 다양성 측면에서 두 집단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대안의 양은 아

이디어의 유창성(fluency)을, 다양성은 아이디어의 융통성(flexibility)을 

의미한다. 대안의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4인의 상담전문가들의 평정회

의를 구성하였는데, 평정전문가들은 COPE scales(Carver et al., 1989)

에서 제시된 14가지 대처양식을 바탕으로 피험자가 응답한 대안을 14가

지 대처양식 중 한가지로 분류하였다. 평정한 대안의 대처양식은 다시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귀인양식 및 정서변화, 사전사후 검사 또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

단에 비해 다중역할갈등상황에서 대안적 사고가 활성화됨이 확인되었다. 

즉, 동일한 내용의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대안생성에서 보다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더 많은 양의 대안을 생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생성의 양(유창성), 다양성(융통성)에서 심리

적 거리가 먼 집단이 우세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시나리오 자극에 대해 총 502개의 대안을 생성하였으며, 1인당 

생성 대안의 평균은 17.97(표준편차 2.34)이었다. 반면 심리적으로 가까

운 집단은 총 213개(1인 평균 8.19, 표준편차 2.25)로, 두 집단간 차이

를 독립표본 t검증 한 결과, t값은 -15.58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의 다양성에서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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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먼 집단이 개인당 평균 5.04개(표준편차 1.17) 유형의 대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인 평균 3.42개(표준편차 1.33) 유형의 대

안을 사용하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서도 두 집단 간 차

이가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t=-4.74, p<0.001). 

대안의 내용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대안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확인

하였는데,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보다 문제중심 대처 양식 

응답률은 높고, 부적응적 대처 양식 응답률은 낮았다. 심리적으로 먼 집

단은 개인 평균 83.21%가 문제중심 대처인데 반해 심리적 거리가 가까

운 집단의 문제중심 대처 응답의 개인 평균 비율은 73.88%였다. 부적응

적 대처 비율은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평균 8.89%, 가까운 집단이 

평균 19.08%으며, 정서중심 대처에서 응답비율은 각가 8.07%, 7.04%

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모두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문제

중심대처와 부적응적 대처 양식 응답 비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양식 응답 비율에서

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귀인 또한 문제의 원인 및 해결의 책임소

재에서 모두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문제 상황에 대해 보다 외적 귀인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실험자극 제시 전후에 확인한 정서 변화는 호

감도, 각성도, 통제감 중, 통제감 변화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보다 

부정적 자극 후에 통제감이 낮아지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고학력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

황에 대한 경험을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역할갈등상황에서 워킹맘

의 대안적 사고 차이를 심리적 거리 조절이라는 변인을 통해 확인하였

다. 또한 대안적 사고를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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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개념화한 후, 대안생성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통해 그 차이를 확

인함과 동시에 대안적 사고의 적응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실제 현장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워킹맘(working mothers)으로 구성함으로써, 일

-가족 역할갈등 상황을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양식을 확인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혼여성 근

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여 적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근거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진로상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구

되어 온 갈등 상황에 대한 개입전략의 한 가지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향

후 다중역할갈등을 주제로 한 상담분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즉, 반응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실

제와 관련하여 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는 시나리오 자극 통한 가상의 실험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워킹맘 개개인의 독특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또한 고학력 워킹맘을 대상으로 일대 일 

실험을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표집의 사례수가 제한적이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은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실제 상담 현장

에서는 두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이상의 제함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

안을 논하였다.

⃞ 주요어: 워킹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대안적 사고, 심리적 거리, 스트

레스 대처 양식, 귀인양식, 정서변화

⃞ 학  번: 2008-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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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화의 발달로 현대 여성은 과거에 비해 교육, 경제활동, 학업 등

에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

성역할에 대한 기대는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

는 기혼여성 근로자들, 즉, “워킹맘(working mothers)”들은 항상 직업인

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 충돌과 이로 인한 갈등상황을 경험

한다. 실제 통계청(2011)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 또한 일을 하면

서도 여전히 가정일의 70-8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맞

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일과 가족 역할 간 갈등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금, 2002; 최윤정, 2010, 2011). 특히 여성의 경

우, 가사 및 자녀양육과 교육 등, 가정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맡고 

있어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스트레스에서 남성에 비해 보다 취약할 것

이다(최윤정, 2011). 

실제로 직장 여성이 임신·출산 과정을 통해 워킹맘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양

육 부담에 대한 책임 분배가 미흡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일터에서 충분

히 몰입하기 힘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에 노출되면서 이로 인해 상

실감과 불안이 증가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

레스는 워킹맘에게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반응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

로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고민하는 

연령대인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여성 취업현황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 M자형 곡선의 함몰된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데(전기택, 2011), 이

는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증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국

내 고학력 여성의 경우, M자의 함몰된 지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L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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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그리는데(전기택, 2011), 이는 고학력 여성 인력이 경력단절이 일

어나는 30대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혼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Greenhaus et 

al., 2001).  이러한 다중역할갈등은 삶, 결혼, 가족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우울증이나 긴장, 불안 및 신체화 증상, 소진현상같은 심리적 

부적응 등 개인의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근

로자의 직무 및 진로 만족도, 조직에 대한 헌신(commitment), 생산성 등

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00). 이처럼 일-가족 갈등은 

성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할 과제이며, 조직의 입장

에서도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Somech & Drach-Zahavy, 2007). 

따라서 일-가족 갈등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일-가족 갈등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Betz, 2006). 

한편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진학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75.0%)이 남성의 대학진학률(70.2%)을 앞지르는 것으로 보고되었

는데, 이와 같이 국내에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전문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일-가족 갈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특히 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가족 갈등이 유의하게 상승하고(손승영, 2005; 유성경 등, 

2011), 직급이 높을수록 직장일로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많은 방해를 받

는 만큼(장재윤 등, 2003), 고학력 여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과 개입은 노동력의 전문

성 제고 측면에서 또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할간 갈등은 워킹맘 개인의 

삶의 질과 진로발달뿐만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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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만큼, 여성의 다중역할갈등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감내하

고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의 요구에 다양한 가치관

과 행동양식으로 발빠르게 적응하는 개인이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적응

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역할갈등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외적 혹은 내적 요구가 유기체

의 능력 범위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생리적·심리적 적응과정으로 정의되

거나, 행동적 생리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자극 또는 상황에 대해 생명체

에 나타나는 일련의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변화과정으로 이해되었다(홍

광식, 1995). 즉, 스트레스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적응으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신현심 등, 2006). 또한 스트레스 

초기 연구가 열·추위·전염병·외상 등으로 인한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다

룬 반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조건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트레스

를 복합적인 인지적 과정으로 보고 인지적 판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이처럼 역할갈등 상황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부적응적 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킨다(Beck 등, 1979). 심각한 불안, 

공포, 우울 등이 일어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정보처리

에 방해를 받는 인지적 결함(cognitive deficit)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이

러한 상황에서 활성화된 부적응적 인지도식은 문제에 대한 과일반화, 경

직된 자세, 비합리적 신념 등을 통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서 

및 생활사건에 대한 해석, 귀인 양식 등에 영향 미쳐 적응을 방해한다.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 특성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강박증,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하

여 언급되었다(권석만, 1995; 김현진 등, 2002; 이민규 등, 2001; Beck et 

al., 1979; Ellis, 2002; Lazarus & Folkman, 1984; Shafran, 2002). 또한 문

제 상황에 대한 경직된 태도는 자신에 대한 주의(attention) 측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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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초점적 주의는 우울 및 불안과 같

은 정신병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지영, 

2011; Silvia et al., 2005), 특히,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같이 자기몰

입(self-absorption)하여 특정 측면에 주의를 과도하게 기울이고 다른 측

면이나 외부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 경우 융통성 없고 부적응적인 특징을 

보인다(Ingram, 1990).

다중역할갈등상황 해결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워킹맘의 인지적 

습관을 노력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을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

혜전략과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노성숙 등, 2012). 또한 워킹맘들의 다중역할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책략적 성격과 같은 개인의 특정 성격이나 인

지양식의 변화(최윤정, 2010; 유성경 등, 2011)도 중요한 기제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다중역할갈등은 사회적 문제해결모형(D'Zurilla & Nezu, 

2006)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

아내거나 파악하는 과정’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다양한 대안을 만든 

다음,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문제해결 모형의 또 다른 접근인 요

소적 접근 또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 능력 중, 대안-해결적 사고

(alternative-solution thinking)를 강조한다.

이처럼 일-가족 다중역할갈등과 관련한 중요한 측면으로서 문제 상

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역경에 대

한 탄력성((적응)유연성, resilience)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성 

혹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역경 혹은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

을 유지하는 능력으로(Masten, 2001), 개인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과 태도, 그리고 능력에 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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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2007). 탄력성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는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은 역경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해

석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지능력을 포괄하며, 

이는 유연성(elasticity)과 융통성(flexibility)로 개념화 된다(Luthar, 2003). 

특히 Luthar(2003)는 전술된 두 개념이 창의성의 대표 요소이면서 동시

에 역경에 대해 보상적인 역할(compensating role)을 함으로써, 역경 속

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낳도록 돕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보이는 탄력적인(resilient) 과정과 창의적 

문제해결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김동일 등, 

2012b). 이처럼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상황을 스트레스가 많은 개인의 진

로발달상의 역경으로 보았을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는 어려

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Beck 등(1979)은 스트레스가 많은 부정적 생활 사건에 대하여  

‘대안적 해석과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부정적 사건에 매몰되

어 경직된 해석을 하는 대신, 개인을 압도하는 신념과 가정에 대해 검토

하고, 논리적 분석을 통해 생활사건을 바라보는 조망을 확대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망을 가지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

는 것이다. Beck 등(1979)은 ‘대안적 해석과정’을 위해 ‘재귀인’과 ‘대안적 

개념화’와 같은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서 거리를 두고 사건을 바라보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창

의적 문제해결 또한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발산적 사고를, 그리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검토하는 비판적 

사고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김영채, 2004a). 이처럼 문

제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대안생성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상위인지적 과정(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03, 2010a, 2010b)이 유용하며, 이러한 상위인지적 과정을 촉진하는 하

나의 방법으로써 심리적 거리 조절이 제시되고 있다(Trope & Lib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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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10a, 2010b; Stephen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거

리가 멀수록 추상적이고 상위해석과 관련된 사고를 하며, 이러한 심리적 

거리는 창의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예를 

들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응답의 유창성

(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문제해결과 관련한 수행 또한 더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워킹맘이 처한 다중역할갈등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부적응 문

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혼여성의 일-가

족 양립이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된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시스템적 지

원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개인적 웰빙 및 상담적 개입에의 논의가 

시작된지는 불과 십 몇 년 남짓이다. 이에 따라 많은 워킹맘들이 자신의 

다중역할갈등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고립된 현실에서, 이들의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으로써, 심리

적 거리 조절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주제에 대해 구

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

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유연함을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 사고’로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안적 사고’란 문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 모

색을 의미하며, 이는 문제에 대한 대안의 유창성과 유연성을 통해 확인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차이에 따라 상황에 대한 귀인양

식의 차이 또한 분석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

공에 대해서는 내부로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로 귀인하

는 경향이 있는데(Miller & Ross, 1975), 이는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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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함이다(Synder & Rosenfield, 1978; Zuckerman, 1979). 그러나 

Fenigstein(1979)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다르

게 자신의 실패를 내적귀인하는 상반되는 인지적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이 발생, 유지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울한 사람의 경우, 자

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 내적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Beck et al., 1979), 정신건강과 귀인양식간의 

부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심리적 거리에 따른 문제 상

황에 대한 귀인양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안적 사고 내용의 적응성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행위자-관찰자 편향(actor-observer 

bias)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귀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Jones & Nisbett, 1971)는 심리적 거리(사회적 거리)

에 따른 귀인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부

정적 사건에 대한 정서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rope & 

Liberman, 2010a), 스트레스상황에서 활성화되는 부정적 정서가 부적응

적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 1979). 또한 자기초점적 

주의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방어적 자기초점 주의성향과 우울, 

불안, 정신증 등과 관련성을 보고하였다(이지영, 2010a; 이지영, 권석만, 

2005, 2009a).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거리 및 대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

는 방식과 정서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는 제시자극의 심리적 거리조절과 실제 경험되는 정서와의 관계에 대해

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

의 차이가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워킹맘들의 일-가족 역할갈등 상

황에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였을 때, 이들의 대안적 사고에 어떠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다중역할갈등이라는 문제 상

황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고 다중역할갈등자극이라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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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심리적 거리조절

은 워킹맘들이 경험하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

로 인해 활성화되는 비합리적 인지양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오랜 문제로 제기되었던 진로

상담에서 실제 개입 가능한 정보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김계현, 

2001, 2002; 김계현 등, 2011; Brown & Lent, 2002) 측면에서도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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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중역할갈등상황과 관련하여 

대안적 사고에 차이가 있는가.

1-1.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가까운 집단보다 생성되는 대안의 

수가 더 많을 할 것이다.

1-2.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가까운 집단보다 더 많은 유형의 

대안을 만들 것이다.

1-3.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의 대안은 가까운 집단보다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적인 대처전략은 덜 

사용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귀인

에 차이가 있는가.

2-1.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가까운 집단보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인할 것이다.

2-2.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가까운 집단보다 문제 해결의 소

재를 외부 요인에 귀인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심리적 거리에 따라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에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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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덜 

활성화될 것이다.

3-2.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문제 상황에서 정서의 각성이 적

을 것이다.

3-3.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문제 상황에서 통제감 상실이 적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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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이란 ‘일과 

가족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

태’로서, 일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파생되는 역할 압력들이 서로 양립하

지 못하고 지속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임을 의미한다(Greenhaus et 

al., 2001). 진로상담 분야에서는 일-가족의 이중역할을 다중역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최윤정 등, 2009),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극

복해야 할 어려움 중의 하나로 본다.

2) 대안적 사고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해결방

안을 유연하게 모색하는 과정을 ‘대안적 사고’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갈

등상황에 대한 대안의 유창성과 유연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대안적 

사고가 활성화됨은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매몰되지 않

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문제 사건에

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의미한다.

Beck 등(1979)은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됨으로써 심리적 고통이나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으로써 대안적 해석을 제안

하였다. 본연구의 ‘대안적 사고’는 Beck이 제안한 ‘대안적 해석’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문제 상황을 역기능적 가정이나 신념으로 해석하던 방식에

서 새로운 조망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부정적 경험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는 ‘재귀인’, ‘대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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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 ‘조망확대’, ‘발산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3) 심리적 거리

Trope와 Liberman(2010a)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해석수준이 달라진다(Construal Level Theory, 

CLT). 즉, 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를 하는데 

반해,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면,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해

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해석은 발산적 사고의 특성을 보

이며, 대상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록 돕는다. 이러한 해석수

준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조작될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는 시간, 공간, 

가설적 상황, 사회적 거리 등이 있다(Trope & Liberman, 2010). 본 연구

에서는 대상, 즉, 연구 상황에서 제시되는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심리

적 거리를 관찰 지표로 삼고자 한다.

4) 귀인양식

귀인양식이란 개인의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지적 틀로 행

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rikman(1982)의 

귀인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귀인과 문제 해결의 소

재에 대한 귀인, 두 가지 차원에서 귀인양식을 분석하였다.

5) 스트레스 대처양식

스트레스 대처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조절하기 위

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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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Carver 등(1989)의 연구에 기반하여,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 대

처, 부적응적 대처(less useful)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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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여성의 진로발달이라는 큰 맥락에서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대안적 사고의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진로 상에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 및 요

인을 정리하고, 대안적 사고의 개념 및 효과를 살펴본 뒤,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심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할 것이다.

1.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1)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매

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11년의 경우, 

20-29세의 경우 남성 64.0%, 여성 62.5%로 비슷하지만, 결혼 및 출산의 

시기인 30-39세에는 각각 93.0%, 62.5%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단계

별 경제활동 패턴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결혼이나 출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내 여성 고용률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13.3%포인트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5~29세에 65.6%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후 30~34세에 50.1%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다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전기택, 2011).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회복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이 국내 여성에게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국의 

30~34세 여성 고용률은 50.1%로 25~29세의 65.6% 대비 15.5%포인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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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OECD 평균 고용률은 25~29세와 30∼34세에서 

63.8%에서 63.4%로 약간의 고용률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만 한국과 같이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고학력 여성의 경우, M자의 함

몰된 지점에서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L자 곡선을 그리는데(전기택, 

2011), 이는 고학력 여성 인력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한 후

에 노동시장으로의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

내 여성 경제활동 현상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조기단산과 

자녀의 소수화, 여성의 고학력화 등의 사회현상이 기혼여성의 노동수요

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홍달아기, 1998).

기혼여성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독특하게 경험하는 일과 가족 양립에 

대한 주제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일-가족 갈등

(work-family conflict)은 전통적으로 “일과 가족 영역으로부터 오는 역할 

압력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어느 정도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갈등”으로 정의되었다(최윤정 등, 2009). 즉, 개인, 가족, 일의 영역

에서 부과되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시간, 에

너지 등)을 배분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역할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화용 등, 2012). 

이후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의 구성개념을 분석한 바, 

다중역할갈등의 구성개념으로 일-가족 갈등과 가족역할 갈등 및 직무갈

등(이은희, 2000), 혹은 일-가족 갈등과 그 여파(정영금, 2005) 등을 제안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갈등의 균형을 위해 일과 가족에의 참여, 가족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Adams, 1996)과의 균형을 제안하거나 성, 자기

효능감, 가족배경(Cinamon, 2006)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

가족과의 조화와 일과 가족 관련 선행조건들(Frone et al., 1997)이나 개

인 내 일-가족갈등 효과 및 맞벌이 가족에서의 교차효과를 중요한 구성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진로발달 과정은 일-가족 다중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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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독특한 경험이 수반되며,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여성이 소속한 환경까지도 함께 복합적

으로 고려해야 하겠다(조윤진 등, 2012, 최윤정, 2010, Cook et al., 2002).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입장은 전이이론

(spillover theory)으로서, 직장에서의 경험과 가정에서의 경험을 분리하

는 대신 직장에서의 경험이 가정생활에, 반대로 가정에서의 경험이 직장

생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Staines, 1980; Lobel, 1991). 즉, 한 영역에서의 역할이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2000년대 이후 

일-가족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 측면과 역할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로 이어진다(김수정 등, 2012; Frone, 2003; Hammer, 2003; Parasuraman 

& Greenhaus, 2002). 

이처럼 일-가족 역할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가족향상

(enrichment)이라 하는데, 이 개념은 일과 가족 모두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영역에 속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끔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Greenhaus & Powell, 2006). Greenhaus와 Powell(2006)은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을 통해 개인이 직장과 가족 영역의 다중역할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범주화하였는데, 이는 기술(skill)과 관점

(perspective), 심리적․신체적 자원(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capital 

resource), 유연성 (flexibility) 및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등으로 

나뉜다. 

한편 Rothbard(2001)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이 서로 반대 개

념이 아니며, 이 두 현상은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어느 한 역할의 수행이 만족스러

울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 감정반응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은 

또다시 다른 역할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결국 둘 사

이에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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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즉, Rothbard(2001)는 일-가족 갈등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 측

면 한 가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두 측면을 연속선상에 놓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관계로 보기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주목받는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이 육아 및 가사와 직

업생활을 안정되게 병행하는 데는 여전히 여러 장애요소가 잔재하고 있

는 실정이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기혼

여성 근로자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 속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미혼여

성의 취업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홍달아기, 1998). 즉, 기혼여성 근로자

는 직업인의 역할에 주부로서의 역할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한 내·외적 자원 소모가 크고, 역할 중요도 간에 충돌을 처리하게 된

다. 이때문에 기혼여성의 진로개발에는 스트레스가 항상 공존하며, 이러

한 스트레스 상황은 기혼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직장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중역할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기혼여성이 취업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할갈등으로 인해 받

게 되는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무엇이며, 워킹맘이 실생활에서 행하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홍달아

기, 1998). 가족의 적응 및 워킹맘의 경력몰입, 생산성, 부정적 정서와도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화용 등, 2012; Allen,2001; 

Behson, 2002).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워킹맘들의 

다중역할갈등에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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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관련 요인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와 관련한 영향요인 역시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reenhaus와 Powell(2006)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예측변인을 실질적 

자원, 사회적지지, 그리고 개인적 특성 자원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

다. 실질적 자원(material rerourses)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역할수행을 통

해 획득하는 물질적 결과나 보상(예. 월급)을 의미하며,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resources)는 여성이 가정 및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를 통해 도움

을 받는 정도로, 배우자의 지지나 상사의 지지 등이 이에 속한다. 여성 

개인의 특성 자원(personal psychological  resources)에는 개인의 성격특

성 및 대처방식 등이 포함된다.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업무 스트레

스의 감소 등의 조직적 성과와 효과성에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됨에 따라(Allen,2001; Behson, 2002; Goff, Mount, & Jamison, 

1990), 일-가족 균형의 지원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혹

은 제도적 지원 방안과 더불어 가정-친화적 직장 분위기, 탄력적-자율적 

근무제도, 상사의 지원 등과 같은 비형식적 요인들이 보다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hson, 2002; Eby, Adams, Russell, & 

Gaby, 2000). 

최근까지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기제로 특히 주목받는 것은 사회

적 지지체계로, 일-가족 갈등에서 어떤 사회적 지지들이 일-가족 균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김인선 등, 2009; 김필

숙 등, 2010; 원숙연, 2009; 최윤정 등, 2011; Adams, 1999). 예를 들어, 

조직자체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와 상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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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사회적 지지 등은 실제로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지지원으로는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개

인의 안녕에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최윤정 등, 2010). 특히 가족의 사회

적 지지는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다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Kaufmann & Beehr,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 상황에 사용하는 대처 노력을 증가시키고, 더욱 적극적인 대처 방

식을 통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는 만큼

(김교연, 2007; DeLogis & Holzman, 2005),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분야

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한편 다중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개인적 변인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되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격변인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성경 등, 2011; 최윤정 등, 2010; 

Wayne et al., 2004). 강은주와 한주희(2009)의 연구에서는 Big 5 성격검

사에서 외향성이 일-가족 갈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또다

른 연구에서는 갈등과 신경증 및 개방성 간의 관련성과 함께 일-가족 향

상과 외향성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성경 등, 2011). 또한 개인

의 문제중심 대처방식 또한 일-가족 갈등의 완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Lapierre와 Allen(2006)은 문제중심 대처전략이 스트레스 

기반 갈등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일과 가정에서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요

인으로 보고하였다. Ganginis(2011)는 Heppner 등(1995)이 개발한 문제-

중심 대처 스타일(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C)을 활용하여, 

일-가족 갈등과 반추적(reflective), 억압적(suppresive), 반응적(reactive) 

스타일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성경 등(2011)의 연구

에서 일-가족 갈등과 반응적 대처전략인, 향상과는 반추적 대처전략이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인이 갖는 역할중요도(role-salience)

에 대한 인식과 생애역할과 일-가족 간의 관련성, 생활만족도와 대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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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과의 관련성, 역할 유연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Nevill & Calvert, 1996; Nevill & Kruse, 1996). 발달이론적 접근에서 

다중역할현실주의(multiple role realism)라는 개념이 제시되면서 다중역

할계획태도 및 진로결정, 진로포부 등(Weizman, 1994)을 제안하였다. 또

한 다양한 양적 연구에서 갈등 완화요인을 밝혀 상담적 개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최근의 흐름에 맞추어 워킹맘의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학적 관

점에서 관심을 갖고 워킹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노성숙 등, 2012). 

이처럼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을 완화하고, 워킹맘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가족 및 환

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비해 여성 개인을 진로상담에서 이해하고 조력

하기위한 상담적 자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Brown & Lent, 2002), 

상담학적 관점에서 진로상담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에 대한 개입의 내용과 

방안에 대한 시도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김계현, 2001; 김계현 등, 2011).

 

2. 대안적 사고

1) 대안적 사고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매몰

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유연함을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적 사고’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안적 사고’

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 수행해야할 책임이 한 개인이 수행하기에 과도하고 자

원의 분배와 책임 수행 간에 충돌이 있거나 역할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

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안의 유창성과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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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측정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한 유연한 사고 양식

은 역경에 대해 적응적인 대처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

와 관련한 연구는 심리치료 및 상담, 정신건강, 교육학 등 다방면에서 선

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Beck 등(1979)과 Clark 등(1999)은 우울증의 인지치료와 관련한 연구

를 통해 부정적 생활사건에 따라 부적응적 인지도식이 활성화되어 부정

적 정서가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치료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우울 유발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정을 치료기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1)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신념, 가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

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조망의 확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역기능적인 가정이나 신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 내지는 낮

은 자존감을 경험하던 내담자가 자신의 불편감과 무가치한 느낌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새로운 조망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망의 확대가 일어날 경우, 내담자는 스트레스 사

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정

서를 적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폐쇄적인 논리와 추론체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지로부터 거리

를 유지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주제들을 확인할 때 개방된다(Beck 등, 

1979). 이 때 이전에 해결될 수 없다고 지각되었던 문제들이 재개념화 

될 수도 있으며, ‘대안탐색’을 통해 다양한 대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대안탐색’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문제해결방법들을 찾

는 적극적인 검토를 포함하며, 이러한 접근은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하

는데 전제되어야할 것이다(Beck 등, 1979). 즉, 내담자가 문제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를 다 탐색했다고 믿어버린 후,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수 

1) Beck이 제시한 대안적 설명이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안적 사고’와는 다른 개념으
로, 부정적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함을 의미한다. 



- 22 -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최근에는 우울증 인지 이론를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모형(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model)으로 설명하는데(김현진 등, 2002), 이 모형에 

따르면, 역기능적 신념을 많이 가진 사람, 즉,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사

람이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울 증상이 

발생한다(김현진 등, 2002). Beck은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을 인지도식

(schema)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인지도식이란 한 개인이 

주변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름대로 체

계화하는 인지적 틀을 의미한다(원호택 등, 2000). 

이러한 조망의 확대는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자신에 대한 

주의 초점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이지영, 2010a, 2010b; 이지영, 권석만, 

2005, 2009; Ingram, 1990; Silvia, Eichstaedt & Phillips, 2005). 정신병리 

영역에서 자기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는 우울 및 불안 등 정

신병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는데(Ingram, 

1990; Silvia, Eichstaedt & Phillips, 2005), 최근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자

기초점적 주의를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이지

영, 2010; 이지영, 권석만, 2005, 2009), 자기몰입 수준에 따라 방어적/비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성향으로 구분하였다.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되, 자기몰입(self-absorption) 즉, 과도하고 지속

적이며 융통성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Ingram, 1990), 자신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과도하게 기울이며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외부에 주의를 쉽게 돌

리기 어려운 부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달리, 비

방어적인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자신에게 주의를 많이 기울이더라도, 

압도되지 않은 적절한 주의 할당과 융통성을 특징으로 한다(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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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lone, & Allen, 2009). 즉,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란 적절한 수준

의 주의가 다양한 측면에 할당되며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외부에 쉽게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이다. 이러한 비방어

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마음챙김이나 명상에서 다루는 알아차림

(awareness)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다(이지영, 2011).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점유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전환시킬 수 

있는 자기초점적 주의 방식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고르게 떠 있는 주

의’와 유사하며, 다양한 통찰치료에서 강조하는 자신의 행동, 사고, 느낌

을 관찰하고 살피며 숙고하는 ‘심리적 마음상태(psychological 

mindedness)’(Hall, 1992; Trapnell & Campbell, 1999)와도 일맥상통한다.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정서조절방략 중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와 유의

미한 정적상관이 보고되었는데(이지영, 2011), 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

기’에 포함된 ‘반추(rumination)’가 오랫동안 우울에 대한 특징적인 자기

초점적 반응양식으로 연구되어져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겠

다(Trapnell & Campbell, 1999).

대안적 사고를 촉진하는 특성인 융통성은 ‘자기(self)’에 대한 연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기(self)에 대한 초기 연구는 자기를 비교적 분화

되지 않은 실체로 묘사하였던 반면(Marku & Wurf, 1987), 최근의 연구

들은 자기-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된 보다 복잡하고 분화

된 체계인 것으로 합의하고 있다. 상황, 역할, 목표, 타인 등에 의해 정의

된 자기의 여러 측면들과 정체들로 자기-개념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Markus & Nurious, 1986; Linville, 1985, 1987). 이러한 연구들을 계기

로 자기-개념의 구조(structure) 또는 조직화(organization) 방식이 정서 

경험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자

기-개념의 내용과 자기-개념의 구조가 생활사건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을 

조절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다(Woolfolk et al., 1995). 자기개

념의 내용과 구조로 정서적 취약성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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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ville(1985, 1987)의 자기-복잡성(self-complexity)이론과 Showers(1992, 

1996, 1998)의 자기-구획화(self-compartmentaliza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자기-복잡성 이론(Linville, 1985, 1987)과 자기-구획화 이론(Showers, 

1992, 1996, 1998)은 모두 자기의 구조를 다루는 공통성이 있지만, 자기-

복잡성 이론은 자기에 대한 신념의 다차원적인 속성의 양적인 측면, 즉, 

신념의 복잡성을 다룬 반면, 자기-구획화 이론은 이러한 신념들의 감정

적 구조를 강조한다. 즉, 전자가 자기에 대한 신념의 구조를 다루는 것인 

반면, 후자는 이에 더하여 자기에 대한 감정의 구조를 다루고 있다는 점

에서 서로 다르다. 

Linville(1985, 1987)은 단일 조망을 갖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단순하

게 표상하고 있으며, 여러 조망을 가질수록 자기를 복잡하게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자기 복잡성 수준이 낮을수록 하나의 사건에 

의해 개인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은 자기를 단

일 조망에서 양극적이고 평가적으로 구조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기측면들이 서로 이질적이면 한 측면의 정서가 다른 측

면으로 오염(spill over)되지 않는다는 자기복잡성의 정서완충가설은 자

기 복잡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를 다중 조망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서의 변동이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 복

잡성의 정서완충가설은 이중조망집단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적 정서와 우울 경험의 변동이 적다는 결과에서도 관찰되었다(박성

현 등, 2003).

Showers(1996)는 부정적 정서로부터 회복하는 자기반성

(self-reflection)의 경험이 높은 구획화 집단에게는 비효과적이었으나, 낮

은 구획화 집단에서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한 측면에서 공존하는 낮은 구획화 집단이 

하나의 자기 측면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충분한 자기반성

의 기회가 있으면, 긍정적 정서로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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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 이중 조망 집단의 경우, 낮은 구획화 집단의 일부 유형이

라 할 수 있으며(박성현 등, 2003), 실제 이중 조망 집단은 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울이나 부정적 정서경험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반성은 자기를 하나의 조망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또 다른 조망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를 분화시키고 자기에 대한 조망을 확대

시킨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망확대는 자기의 부정적 측면으

로부터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가 오염되는 것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atz 등(1988)은 조망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가치, 예컨대 엄마로서 가치와 직장인으로서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 

그 때 주어진 대상에 대해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 가지면서, 상황의 변

화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키는 유연함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서도 조망이 확대됨에 따라 태도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원 등, 1988). 이수원 등(1989)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망

이 확대되어 한 개인이 상반되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면 주어

진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보지 않고 기술차원이 새로이 생성되어 이 

차원에서 태도대상을 변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평가차원에서의 

변별과 기술차원에서의 변별은 그 성질이 매우 다른데, 전자의 경우 주

어진 대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인지적으로 반응하

면서 상황에 따라 다른 선호나 태도를 유연하게 취하게 된다(이수원 등, 

1989). 

이처럼 인지치료의 대안적 해석과정이나 통찰치료의 심리적 마음상

태, 정신분석의 고르게 떠 있는 주의,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높은 

자기복잡성과 낮은 자기구획화, 조망의 확대 등 기존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정적 생활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

한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유연함, 즉, ‘대안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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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대안적 사고의 효과

대안적 사고는 문제상황에 대해 융통성있는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상에 대한 융통성 있는 시각은, 인지치료에

서 제안하는 대안적 해석(Beck 등, 1979), 비방어적 자기초점주의(이지영, 

2010a; 이지영, 권석만, 2005, 2009a, 2009b; Chambers, Gullone, & 

Allen, 2009), 자기 또는 세상에 대한 조망의 확대(Katz et al., 1988; 

Showers, 1992, 1996, 1998; Linville, 1985, 1987) 등의 주제를 통해 논의

되어 왔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유연한 대처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략과도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어, 일-가족 

역할갈등 상황에 대해 적응적인 대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인지치료(Beck et al., 1979)에서는 대안적 사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안적 설명을 찾을 것을 제안하였는데, 대안적인 설명을 찾는 일은 ‘해

결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제공한다(Beck 등, 1979).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들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부정적인

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 대안적인 해석들을 생각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반격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결론

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결국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에 있

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합리적인 결정에 이를 수 있게끔 한다.

생활사건 속에서 개인의 자기초점적 주의는 최근 연구에서 이질적인 

성격의 두 가지 자기초점적 주의성향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데(이지영, 권석만, 2005; Trapnell & Campbell, 1999), 특히 과도하고 

지속적이며 융통성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몰입(self-absortion), 

즉,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특정 측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외부에 주의를 돌리지 못함으로써, 자기초점적 주

의 성향이 낮거나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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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고,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하였다(이

지영, 2011). 반면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

울이되 압도되지 않고 적절히 주의를 할당하는 융통성을 특징으로

(Chambers, Gullone, & Allen, 2009), 자신의 다른 측면이나 외부에 쉽게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적응적인 자기초점적 주의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반된 준

거 또는 조망을 동시에 취하여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개인 내(intra-individual)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 기술적

으로 분화된 신념구조를 가진다고 한다(이수원, 1995; 이수원과 박영석, 

1988, 이수원과 신현숙, 1986). 기술적으로 분화된 신념구조를 갖는 사람

은 자기에 대해 이원구조의 신념을 가지는데, 자기를 이원적으로 구조화

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 이중 조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시나리오 상황과 같이 가정을 돌보는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기표상이 구분되어 있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이중조망을 의미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의 각각의 측면에

서 정적 감정가를 갖는 신념과 부적 감정가를 갖는 신념이 공존하는 방

식으로 구조화된다. 

이수원 등(1987)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태도와 조망이 그 자극에 

의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바 있는데, 이 연

구에서 주어진 스트레스 자극을 축소된 조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확

대된 조망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워킹맘이 역할갈등 상황에서 선택에 직면할 때, 

어떤 한 가지 조망(예. 아이교육 vs. 일을 통한 성취감)에 입각해서 선택

을 하면 조망이 축소된 사람이며, 양쪽 조망에 입각해서 선택하면 조망

이 확대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조망이 축소된 사람일수록 스

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이수원 등, 1987).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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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대한 태도와 조망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한 것으로, 자기를 태도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도 이러한 자기에 대한 조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현 등(2003)의 연구에서도 단일조망 집단은 저 스트레스수준보다 

고스트레스 수준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우울이 유의하게 큰 반면, 이중 

조망 집단은 스트레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이중 조망 집단

은 성취와 대인스트레스 두 가지 모두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박

성현 등, 2003).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단일 조망을 가진 집단이 이중조망

을 가진 경우보다 자기-구획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

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연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했

다. 이 결과는 자기-구획화 수준이 낮으면 하나의 자기 측면에 대해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그 측면의 긍정적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

아 결과적으로 정서가 완충된다는 Showers(1996)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에 대해 이중 조망을 가질 때, 자기의 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그 측면의 긍정적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집안 일에 신경쓰다보니 남들

만큼 회사일에 몰입하지 못한다’와 같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경

험하더라도 ‘나는 엄마로서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Judd와 Lusk(1984)의 연구에서 또한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구조가 복

잡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보다 그 대상으로 중립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

을 밝혔다. 여기서 인지구조의 복잡성이란 주어진 대상을 얼마나 다양한 

속성차원에서 분화시켜 지각하는가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대상의 속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각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 되고, 기

술적인 평가가 수반된다. 또한 기술차원의 평가가 수반되면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시 한 번 다차원으로 분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가능하다. 이는 주어진 대상에 대해 일정한 조망을 갖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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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조망 집단과 두 가지 조망을 갖고 있는 그룹 간의 비교 연구를 통

해서도 확인되었다(이수원 등, 1989).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중립

적 태도를 보였지만, 내면적 구조에서 조망이 확대되어 태도가 중립이 

된 집단은 대상에 대해 기술차원에서의 변별을 하고 있음이 학인되었다. 

즉, 조망이 확대되면 조망의 성질자체가 질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수원 등, 1989). 이러한 조망 확대에 따른 효과는 편견해

소 및 갈등, 비합리적 신념 또는 경직된 사고의 해결 등 다양한 연구에

서 확인되었다(이수원 등, 1989; 김태준, 2003; 박광엽, 1995), 

개인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력주의 태도와 같이 특정 

범주나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절대화 혹은 일반

화 하는 경향을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라 불러왔다(Son Hing et al., 

2008).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적 태도에 대해 고정관념의 

생성과 발달과정을 밝히고 있다(김태준, 1996; 김명언 등, 2000). 즉, 고정

관념과 같은 경직된 사고를 조망의 축소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축소된 조망에서 조망확대로의 메커니즘 및 그 효과에 대해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조망취득(perspective taking)과 같은 조망 확대를 위한 방법

들이 경직된 사고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Paulhaus와 Martin(1988)은 융통성(plasticity)을 두 가지로 구분

하였는데, 상황이 요구할 때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기능

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과 한사람의 행동이 전적으로 상황에 의

존하는 경향성인 상황성(situationlity)이 그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상황

성과 자존감은 부적 상관을 보여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이 상황

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능적 유연성과 자존감은 정적 상관

관계에 있으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이 요구할 때 다양한 행동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적응은 여러 탄력성(resilience) 연구

에서 확인된다(김동일 등, 2011, 2012a, 2012b; 이해리, 2007; Garme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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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2001). 탄력성은 위험

에의 노출을 전제로, '역경 혹은 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

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적응)유연성, 리질리언스 등으로 번역된다. 또

한 탄력성은 역경을 전제로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조건까지 포함하는 추

론적이고 맥락적인 구성개념이다(Masten, 2001). 탄력성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개인의 내적 특성에 국한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 간주하였다면(Block, & 

Block, 1980), 최근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발달 또는 

적응과정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보호 또는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이다(김동일 외, 2011; 신현숙, 2003).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는 인지능력, 자아 강도, 자존감, 효능감, 낙관

성, 사회적 기술, 부모와의 애착, 자율성, 통제력 등(김순규, 2009; 김택호

와 김재환, 2004; 신현숙, 2003)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맥락을 전제한 반면, 최근에는 탄력성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

인 보호요인으로서 창의성을 제안하고 있다(김동일, 2012b). 윤초희(2005)

는 문제 상황에 적합하고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의 창의력

을 부각시킨 Urban(1995)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 및 적용이라는 점에서 창의력과 문

제해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문제

해결적 측면을 강조하여 창의성을 문제해결력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

였는데(Guilford, 1967; Lubart, 1994; Urban, 1995), 이는 창의적 문제해

결과정을 역경을 극복하는 탄력성의 과정과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etzl & Morrell, 2008). 이는 창의성을 주어진 정보를 재구성

(reshaping)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문제상황에 대한 반응을 재구성하는 

것을 전제하는 탄력성과도 일맥상통한다(Masten & Powell, 2003).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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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은 광의의 창의성 관점으로는 실제 현장에

서 사용 가능한 개입방법과 평가방법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김영채, 

2004a, 2004b, 2007). 대신 협의의 정의로써 창의성을 발산적 사고라 정

의하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발산적 사고는 인지적 유연성이 전제되는데, 인지적 유연성 및 경직

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Thurston과 Runco(1999)는 인지적 

유연성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Martin과 

Rubin(1994)은 이를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상황에 적응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자발성, 유연함에 있어서

의 자기효능감”으로 보았다. Dennis와 Vander Wal(2010)은 인지적 유연

성을 “어려운 상황을 통제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 생활사건과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대안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홍숙지(2005)가 인지적 유연성을 “창의적이고 새

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복잡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흥미

를 느끼고 회피하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인지적 경직성은 

사고에서의 유연성 부족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

책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우울, 무력감, 희망에 대한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Muro & Kottman, 1995).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은 인지적 유연성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일찍이 Leary(1957)는 대인관계에서 

유연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응을 잘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즉, 유연함은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존감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환경의 

압력에 적응한다. Snyder(1974)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나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보여 더욱 적응적이라고 한 반면, Shapiro(198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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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이 정신병리의 대표적인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경직된 사람은 반

응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효율

적인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하였다.

3. 심리적 거리

1)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심리적 거리두기

Beck 등(1985)은 불안장애치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황을 근시안적인 관점(worm's 

eye view)으로 본다. 따라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좀 더 넓은 관점, 

즉,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bird's eye view)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기능이 된다(pp. 206).

이는 Beck 등(1979)의 우울증의 인지치료에서도 제안되었던 바 있다. 

즉, 역기능적 인지가 활성화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정을 통해 개인을 압도하는 신념과 가정에 대해 객관적으

로 검토하고, 논리적 분석을 통해 생활사건을 바라보는 조망을 확대시킴

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망을 가지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이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REBT)에서 또한 선행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확인된 사실을 탐색하고 명료화하는 것이 상담 진행 과

정 중에 다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박경애, Ellis, 1991; 

Wallen, DiGiuseppe, & Dryden, 1992).

한편 인지에 대한 인지, 메타인지 또한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검

토하는 작업과의 관련성을 놓칠 수 없다. 메타인지란 인지적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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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Brown, 1978; Flavell, 1979), 단순히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하고 평가하는 제반 과정을 모두 아우른다. 여러 연구에서 메

타인지의 하위 요소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Brown, 1978; Flavell, 

1979), 공통적으로 인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gnition) 혹은 메타

인지적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와 인지에 대한 조절(regulation 

of cognition) 혹은 멘타인지적 기술(metacognitive skill)이 구성요소로 

제안된다(최송아 등, 2012).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주장하는 인지적 융합상태에서 기존의 역기능적 언

어적 과정을 해체하는 탈융합 과정 또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유연성

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또 다른 노력으로 최근의 마음챙

김(mindfulness)을 고려해볼 수 있다(Brown & Ryan, 2003). 마음챙김은 

순간순간의 경험에 매몰되어 평가하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노력으로(Kabat-Zinn, 2003), 몸과 마음이 경험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문정순 등, 2012) 경험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의 수준을 낮추고 안녕감을 높이도록 돕는다(Germer, 2005). 인지적 융

합이란 특정한 생각, 감정, 욕구 등과 같은 현상적 자기 경험을 존재 또

는 사실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Hayes & Shenk, 2004), 인

지적 융합은 마음속에 각본을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생각의 내용이 더욱 융합되고 역설적

인 맞물림이 이루어져 오히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고 (Germer, 2005), 

심리적으로 경직되게 만든다. 이러한 경직된 심리상태에서 마음챙김

(mindfulness)은 생각이 구성한 세계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생각을 

구별해(Hayes & Shenk, 2004), 사고의 흐름에 간격을 두고 관찰할 수 있

는 탈중심화(Fresco et al., 2007)를 도와 경직된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어 

준다고 주장한다. Shapiro(1998)는 사고로부터 떨어져 사고를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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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며, 흘러가게 두는 과정을 ‘상위인지(meta-cognition)’의 기능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탈중심화 과정을 마음챙김 특유의 심리치료기제로 이

해하였다(박성현, 2007). 

이러한 마음챙김은 개방성(openness)과 자각(awareness), 그리고 통

찰력(insight)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Snyder & Lopez, 2002). 

, 최근에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다양한 처치 프로그램들 또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Kabat-Zinn, 1990), 마음챙김에 기

초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Segal et 

al., 2002),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Linehan, 1993a; 1993b),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Hayes & Smith, 2005)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의 내적 경험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로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림을 

돕는다. 예를 들어, MBCT는 전통적인 인지치료와 달리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섣불리 대체하기보다는, 사고에 대한 탈중심적

인 접근(decentered approach)을 함으로써, 자동적 사고가 진실이거나 사

실이 아닌 개인의 체험임을 이해하는 메타-인지적 통찰(met-cognition)을 

돕는다(박성현, 2007). 변증법적 세계관에 근거를 둔 DBT 또한 거리두기

를 통한 객관화를 경계선 성격장애 내담자에게 적용한다(Linehan, 1993a; 

1993b). ACT는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경험회

피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을 촉진하기 위해 

마음챙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사고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을 가르친다(Hayes & Smith, 2005).

한편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는 마음챙김이나 명상에서 다루는 알

아차림(awareness)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지영, 2011).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점유되지 않으면서, 융통성 있게 주의를 기울이고 전환

시킬 수 있는 자기초점적 주의 방식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고르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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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의’와 유사하며, 정신분석과 실존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통찰치료

에서 강조하는 자신의 행동, 사고, 느낌을 관찰하고 살피며 숙고하는 

‘psychological mindedness’(Hall, 1992; Trapnell & Campbell, 1999)와도 

일맥상통한다.

2)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서는 시간적

(temporal), 공간적(spatial), 사회적(social), 가설적(hypothetical) 거리를 

모두 포함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Trope & Liberman, 

2003, 2010a, 2010b).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

래에 속하는 일이며, 가까운 장소보다 공간적으로 먼 장소에서 발생되거

나, 자기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 또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건 등을 의미한다(Wakslak et al., 2006; Trope & Liberman, 2010). 따

라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가상적 거리가 크면 클수록 상위수준의 해

석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욱, 2010; 김재휘 등, 2012;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Jia, Hirt, & Karpen, 2009; Trope & Liberman, 2003, 

2010a, 2010b).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는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예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먼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는 상위수준

에 근거하여 나타나며, 가까운 미래사건에 대한 평가는 하위수준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다(Trope & Liberman, 2003, 2010a, 2010b). Nussbaum 등

(2003)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위수준, 그 사

건에서 탈맥락화된 해석(decontextualized construal)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상위수준의 인지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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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고, 이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하위수준의 표상을 할 때에 비해, 

보다 발산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인지적으로 유연

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Ledgerwood et al., 2010). 즉,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구조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의 상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

부적이고 부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하위수준 표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심리적 거리가 평가나 예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욱, 2010). 

심리적 거리의 효과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변적인 측면보다는 본

질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대상이나 사건을 고려하게 된다(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10a, 2010b). 즉, 심리적 거리가 먼 대상을 표상할 때 사용

하게 되는 상위수준의 해석은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사건의 본질

적인 측면과 관련한 정보로 구성된다. 반대로 하위수준의 해석은 보다 

구체적이고, 부차적이며, 맥락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차이는 창의적 인지 및 문제해결과의 관련성 또

한 보고되고 있다(Jia, Hirt, & Karpen, 2009; Foster, Friedman, & 

Liberman, 2004). Foster 등(2004)은 시간적 거리가 추상적인 사고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간적 거리가 창의성의 조절변인임을 보

였으며, 공간적 거리가 멀 경우, 창의적인 응답이 많아지고, 문제해결 과

제를 보다 잘 수행한다는 연구 또한 증명되었다(Jia, Hirt, & Karpen, 

2009).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를 객관적인 조건으로 조작하고 

있다(Trope & Liberman, 2010a). 즉, 시간적 거리를 조작하는 것은 가까

운 시간은 오늘, 실험시간 직후와 같은 가까운 미래 시점을, 먼 미래는 6

개월이나 1년 후를 조건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공간적 거리의 경우, 피험

자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같이 구체적인 거리 조작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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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가설적 거리는 발생가능성(probability), 나에게 일어난 일과 내

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과 같은 가설설정을 통해 조작한다(Wakslak et 

al., 2006). 사회적 거리의 경우, 유사성(similarity), 사회적 관계상의 거리 

등으로 조작한다(Liviatan, Trope, & Liberman, 2006). 한편 이러한 객관

적인 거리가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

면서 최근 주관적 거리 지각이 기존 해석수준이론에서 제안한 객관적인 

거리와도 동일한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김경

욱,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는 자극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모습에 기초한 정보처리를 하게 하지만 부정정서는 지엽적인 모습에 기

초한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sso et al., 1996; Clore & 

Gasper, 2001; Gasper & Clore, 2002). 이는 정서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중역할갈등상황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는 상황

에서 사건의 해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결과로 특

성불안과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 변화가 보고되었다(김경욱, 

2010). 이상의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근시안적 

관점이 작용하기 쉽지만, 심리적 거리조절에 따라 보다 넓은 관점을 제

공함으로써 치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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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거리 조절을 통해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working mom)의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 근거한 선행연구에 따라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를 조절한 시나리오 자극을 제시하고 피험자의 반응 차이를 확

인하는 실험설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심리적으로 가깝게 조작된 시나리와 멀게끔 조작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제공하였다. 제

공하는 방식은 피험자의 학력을 고려하여 두 집단으로 배분한 후, 한 집

단에는 심리적으로 가깝게 설정된 자극을, 다른 집단에는 멀게끔 조작된 

자극을 제시하였다. 실험은 연구자와 1대 1 개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진행시간은 40분 내외였다. 실험을 통해 피험자는 제공된 시나리오 자극

과 관련한 대안 생성 작업을 한 후,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갈등상황에 대

한 귀인과 자극 제시 전후 정서변화를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 결과는 대안적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간 대안생성의 양, 

다양성, 내용을 평정한 후 이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의 차이 및 제시자극 전후의 전서 변화의 차이 또

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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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전체 연구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실험자극 개발

․ 문헌리뷰 및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실험자극의 내용 및 방향성 결정

․ 워킹맘 및 상담 전문가의 검토 및 피드백

↓

예비연구 및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제고

․ 예비연구 실시 및 결과 분석

․ 실험설계의 적절성, 자료수집 과정 및 분석틀의 타당성 검토

․ 최종 실험설계 확정 

↓

본실험

․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된 실험설계 및 진행방략 적용

․ 워킹맘 대상 1대1 실험(65명 참여)

↓

자료 분석

․ 생성된 대안 진술문 분류 및 전문가 평정

․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귀인 및 정서변화 분석

↓

결과 도출 및 해석

․ 전문가 평정을 통해 대처전략 분석 및 해석

․ 통계분석을 통한 대안 및 상황귀인, 정서변화 분석 및 해석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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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자극 개발

본 연구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워킹맘의 반응과 상황인

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중역할갈등 상황 시나리오 자극을 활용하는 실

험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문헌리뷰 및 워킹맘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한 후, 진로상담전문가의 평정을 거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1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석수준이론(Contrual 

Level Theory)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 자극 조건을 적용한 2종의 시나

리오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설계한 연구설계의 적절성과 윤리적 문제 여부

를 확인하고자 실제 연구 실시 이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승인되었다.

2) 예비연구 및 자료 수집 과정의 타당성 제고

연구설계의 타당도 및 실시상의 보완점을 확인하고자 워킹맘 6인과 

대졸미혼여성 6인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시 후 예비연구 

참여자의 피드백과 결과분석 과정을 통해, 실시상의 보완점을 찾았으며 

결과 분석을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확

인하고 본연구에서 추가할 항목을 구성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한 최종 자

극 및 도구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또한 예비연구를 통해 본실험의 자

료수집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의 타

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정확한 실험상황 구현을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계한 연구모형에 대해 전문가 

평정을 거친 후, 실제 피험자를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예비연구를 바탕으로 본실험에서 수정 및 보완할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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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워킹맘 인터뷰를 통해 완성된 시안을 가지고 대졸 미혼

여성 6명과 대졸이상 기혼여성 6명 등 전체 1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미혼과 기혼 모두를 참여시킴으로써, 연구에서 

설계된 제시자극이 대상의 혼인여부와 별도로 실험 상황에서 작용하는지

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참여자는 미혼의 경우, 대학 졸업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기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직업을 가

지고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 중 30대이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이들은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자원하는 방식으로 참

여하였다. 

예비실험은 [오리엔테이션(3분)→사전검사(7분)→실험(20분)→사후

검사(5분)→디브리핑(debriefing) 및 연구실시 경험에 대한 피드백(10

분)]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실험 결과를 통해 두 그룹 모두 심리적 거

리 조절에 따른 반응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예비실험

이 종료된 후, debriefing과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실험에 반영하였다. 예비실험을 수행한 후에는 조사도구 및 진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피드백 중 비교적 반복적으로 지적

된 내용을 <표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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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비연구에 대한 의견 

번호 의견
인원

(명)

1
 역할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바람

 (예. 직장인 vs. 엄마, 가정 vs. 일터)
7

2  심리적 거리 조절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바람 6

3  문제 상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됨 6

4  실험 전후 설문시간이 길게 느껴짐 4

5  지문의 글씨 크기가 작음 4

6  전체 실험 시간이 길게 느껴짐 3

예비연구 실시 후, 참가자의 피드백과 연구자의 판단 및 전문가 의

견을 수렴하여 연구설계를 수정·보완하였다.

3) 본실험

본실험에서는 30대 대졸이상 워킹맘 65인을 대상으로 1대1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은 실험자극 제시 후, 사전에 구성한 절차에 

따라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본실험은 [오리엔테이

션(5분)→사전검사(5분)→시나리오 읽기(5분)→대안생성(10분)→귀인양

식 및 정서변화 응답(5분)→사후검사(3분)→디브리핑(debriefing, 10

분)]으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 실시 후, 실험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실

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manipulation check 결과 실험조작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피험자 등, 총11 사례를 제외한 54 사례를 최

종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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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전체 실험과정은 [그림 2]과 같다. 

오리엔테이션(5분)

․ 실험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작성

↓

사전검사(5분)

․ 인지적 유연성, 귀인양식, 현재의 정서 확인

↓

시나리오 읽기(5분)

․ 무선적으로 할당된 시나리오를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읽기

↓

대안 생성(10분)

․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

귀인양식 및 정서변화 응답(5분)

․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귀인 및 정서변화 응답

↓

사후검사(3분)

․ 인지적 유연성 및 귀인양식 검사

↓

debriefing(10분)

․ 실험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 피험자의 반응에 대한 탐색 후 작업

[그림 2]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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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안내는 연구 참가자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 1인이 단

독진행하였으며, <부록 6>에 제시된 반와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하였다.

우선 본실험에 앞서 연구참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 안내는 <부록 4> 실험참여 안내 및 동의서를 함께 읽고 

피험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안내가 종료되고 

피험자가 실험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실험차여 안내 및 동의서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다. 연구 안내와 동의서에서 실험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은 종이로 가린 후 안내하였

으며, 실험 종료 후 종이로 가린 내용을 추가설명하였다.

실험참여 안내 및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면,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설문은 <부록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실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험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받을 

것임을 안내받는다. 시나리오를 받으면, 천천히 집중해서 읽도록 한다. 

이 때, 심리적 거리가 멀게끔 자극이 조합된 시나리오는 있는 그대로 천

천히 읽도록 하고,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조작된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

은 시나리오를 ‘오늘 아침’ 일어난 ‘자신의 일’로 상상하면서 집중하도록 

안내한다. 시나리오를 다 읽고 나면 잠시 눈을 감고 시나리오속 ‘주인공

에 대해’ /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속 상황을 그려보고 자신의 감정에 집

중핟록 안내한다. 이후 눈을 뜨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한다. 본실험의 자

세한 진행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작업이 진행된 후, 피험자는 실험조작에 대한 질문과 사후설

문지 및 인구학적 질문지 등에 응답한다. 실험조작에 대한 질문은 ‘본 

실험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었는지’와 ‘본 실험에서 지시하는 절차에 따

라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였는지’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점-매우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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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연구자와 함께 시나리오를 읽은 후의 느낌, 현재의 감정, 생

각 등에 대해 나눈다. 디브리핑(debriefing)작업은 10분 가량 소요되나, 

피험자의 감정이 강렬하거나 현재 피험자의 고민과 연결되어 상담을 원

할 경우, 좀 더 시간안배를 하였다.

4) 생성된 대안 진술문 분류 및 평정

본연구의 결과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대안생성 반

응, 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귀인 및 정서변화로 나뉜다. 대안생성에 대해서

는 대안의 양과 질(다양성) 및 내용은 전문가들의 분류 및 평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귀인양식 및 정서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피험자가 생성한 대안은 진술문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Carver 등이 개발한 COPE Scales(1989)의 14가지 하위척도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14가지 척도 각각이 COPE Scales(1989)의 세 가

지 차원(문제해결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덜 유용한(less useful) 대

처방식) 중 어느 차원에 속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피험자가 생성한 대안

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덜 유용한’ 대처양식을 

‘부적응적인’으로 해석한 후, 이에 따라 기술하였다. 대안 평정작업은 연

구자를 포함한 교육학과 상담전공 박사수료생 이상의 상담전문가 4인이 

각각의 대안을 분류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평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정절차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선 ‘평정자 훈련단계’로 분

석틀과 분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무작위로 선정된 10여개의 응답을 

가지고 분류하는 시험 평정 및 평정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때 불일치가 

발생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평정자간 토의를 거쳐 불일치를 줄이도록 하

였다. 다음은 ‘1차 분류단계’로 순번이 매겨진 개인별로 정리된 응답을 4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읽고 분류한 후, 이 분류에서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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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대상으로 평정자 간 합의를 거쳐 ‘2차분류 작업’을 하였다. 최

종적으로 모든 응답이 4인 전원 합의하에 분류되었다. 

 

5) 결과 도출 및 해석

이상에서 도출된 결과는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다변량분산분석

(MANOVA), 공분산분석(ANCOVA) 등의 통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해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실험조작과 관련한 질문에서 각각 5점 이상

(‘실험 상황에 비교적 몰입하였다’, ‘실험 지시를 비교적 잘 따랐

다’)을 보고한 피험자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녀의 

나이 등, 본 연구의 실험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전 또는 사후 설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피험자 응답 또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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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자극개발 

본 연구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워킹맘의 반응과 상황인

식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중역할갈등 상황 시나리오 자극을 활용하는 실

험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선 문헌리뷰 및 워킹맘에 대해 사전 인터뷰를 

한 후, 30대 워킹맘이 가장 공감하기 쉽고 역할간 중요도가 첨예하게 대

립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 4가지를 각각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이후 

구성된 시나리오 4종을 30대 워킹맘 10인이 검토후 시나리오 내용의 현

실성 및 몰입도를 평가한 후, 개개인의 피드백을 받아 시나리오를 재구

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나리오 4종을 연구자 포함 3인의 교육학 상

담전공 박사수료 이상의 전문가들이 재검토하고 가장 본 연구상황에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 한 사례를 선정하여 수정하였다.

 다중역할갈등 사례의 예

․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사람이 없

음

․ 최근 일이 바빠서 가정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의 담임교사

로부터 아이의 학업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충고를 받음

․ 직장일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지지하기 보다는 가정

내 역할을 우선시하라는 요구를 함

다음으로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상담전공 연구자를 포함한 박사수료 

상담전문가 3인이 최종선정된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아래 [그림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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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우미 아주머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다. 오늘따라 나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님께서 오셔서 늦게 둘째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계시기로 하였다.

어머님이 와서 보시니 작은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들 하원한 

후였고, 우리집 작은 애만 덩그러니 혼자앉아 TV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작은애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있었다. 

밤에 들어온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깟 돈 

그만 벌고 집에서 애들 간수나 잘 하라고 한다. 어머님도 나를 따로 불러서 

여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 밥 먹은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데 큰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보챈다. 큰애 연락장을 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아이 숙제를 좀 더 

신경써달라고 써놓으셨다.

[그림 3] 최종 선정된 다중역할갈등 사건 시나리오 내용

최종 선정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석수준이론(Trope & 

Liberman, 2010a)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 조절 조건 중, 대표조건인 

시간거리(temporal distance), 공간거리(spatial distance), 가설적 거리

(hypotheticality),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포함하여 실험자극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시나리오 자극은 해석수준 이론에서 제안하는 

조작 기준에 따라, 내용은 같은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상황을 시공간적으

로 다른 상황으로 구성하고, 시점(가설적 거리)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자극의 표현 또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두었다(예. ‘~했다’ vs. 

'~했습니다'). 이러한 자극 제시방법은 Trope & Liberman(2010)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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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집단 원거리 집단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다. 오늘따라 

나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님께서 오셔서 늦게 둘째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계시기로 

하였다.

어머님이 와서 보시니 작은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들 

하원한 후였고, 우리집 작은 애만 

지방에 사는 A씨 댁 

도우미아주머니는 어느날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따라 

A씨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둘째아이를 하원시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A씨의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늦게 A씨 댁 

둘째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어머님이 

적 거리에 대한 개관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극을 투입하였다. Bar-Anan 등(2007)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 심리적 거리감은 자동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각

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ar-Anan, Liberman, 

Trope, & Algom, 2007). 예를 들어, 단어의 의미와 상관없이 공간적인 

거리에 대하여서만 반응하는 과제에서 공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반응시간이 동일한 공간

적 위치에 사회적 거리가 먼 ‘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보다 더 짧

았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적 거리와 가설적 거리 모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거리 조건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각의 자극을 동시에 제

시함으로써 심리적 거리 조절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 차이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심리적 거리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네 가지 심리적 거리 조건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최종 수정된 실험 자극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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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그러니 혼자앉아 TV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작은애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들어온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깟 

돈 그만 벌고 집에서 애들 간수나 

잘 하라고 한다. 어머님도 나를 

따로 불러서, 여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 밥 먹은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데 큰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보챈다. 큰애 

연락장을 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아이 숙제를 좀 더 신경써달라고 

써놓으셨다.

와서 보시니 작은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들 하원한 후였고 

A씨댁 작은 아이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귀가한 A씨의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깟 돈 그만 벌고 집에서 

애들 간수나 잘 하라고 A씨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A씨의 

시어머니도 A씨를 따로 불러서, 

여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 가족이 아침에 식사한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데 A씨의 큰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보챕니다. 

A씨 큰아이의 연락장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의 숙제를 

집에서 좀 더 신경써달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림 4] 실험 자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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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로는 다중역할갈등 자극과 역할갈등상

황 반응에 대한 질문지, 귀인양식질문지, 정서반응측정도구 및 인지적 

유연성 검사이다. 시나리오 자극 제시 후, 역할갈등상황에 대한 반응과 

정서, 귀인양식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전에 피험자의 인지적유연성 수준

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피험자의 사전 정서 및 귀인양식 수준에 따른 응답 수준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검사 및 귀인양식검사를 실험 전에 수검하도

록 하였다. 

1) 연구자극(시나리오)

본 연구는 30대 워킹맘이 현실적으로 자주 경험하고 공감할 것으로 

판단된 다중역할갈등 상황 시나리오를 4종류 구성 후, 연구자 포함 4인

의 전문가들의 평정회의를 통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합의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석수준이론(Trope & 

Liberman, 2010a)에서 제안한 심리적 거리두기 자극을 구성하였다. 이

후 예비연구를 통해 제시된 피험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전

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였다.

연구자극의 변화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었다. (1)의 

경우, 시간적 거리 차이를, (2)는 공간적 거리를 의미한다. (3)의 경우 

가설적 상황 여부, (4)는 독자와의 사회적 거리를 조절한 자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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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리적 거리 조건

심리적 거리 가까움 심리적 거리 멈

오늘(1) 도우미 아주머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다. 오늘

따라(1) 나는(3)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

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다.(4)

어느날(1) 부산에 사는(2) A씨

댁(3) 도우미 아주머니는 몸이 좋

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따라(1) A씨는(3) 회사에서 급

한 일이 생겨 둘째 아이를 하원시

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습니

다.(4)

2) 다중역할갈등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반응생성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예시

와 질문지를 통해 자유롭게 생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는 피험자의 발산

적 사고를 촉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다

양한 발산적 사고 기법들 중,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김영

채, 2007, 2010). 본 실험에서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시나리오 상황

에서 가능한 반응 예시(예. 설거지를 한다)를 안내한 다음, 그 외에 가

능한 반응에 대해 1분 정도 눈을 감고 생각해보도록 한 후, 생각한 반응

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하였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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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인양식질문지

이 질문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문제책임 귀인양식에 대한 

Brikman(1982)의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가 개발한 문

제상황 귀인검사를 참고하여 문제상황에 본연구의 다중역할갈등상황을 

대입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제 대본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응답을 1

점에서 9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1=외적, 9=내적). 1에 가까

울수록 문제 상황의 원인니이나 해결이 타인이나 외적 요인에 있다고 보

는 것이며, 9에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이나 내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극대본에서 묘사한 문제에 대한 원인

이나 해결을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반대의 경우는 외적으로 귀인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경우 Crombach α는 .76이었고, 검사 개

발시 Crmbach α .81, 1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

었다.

4) 정서반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Bradley와 Lang(1994)이 개발한 그림척도 

Self-Assessment Manikin(SAM)과 Suk(2006)이 수정한 SAM 일부를 

사용하여 호감도(pleasure), 각성도(arousal), 그리고 통제감(dominance)을 

측정하였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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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AM(Self-Assessment Manikin) 정서반응

가)는 호감도를 나타내며 왼쪽으로 갈수록 부정적 정서, 오른쪽은 긍

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중간 그림은 중립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이

다. 나)의 경우, 각성도를 의미하며, 왼편은 낮은 각성을, 오른편은 높은 

각성을 나타낸다. 중간 그림은 평소와 같은 정도의 각성이다. 다)의 경

우, 통제감을 의미하며, 왼쪽부터 낮은 통제감을, 그림이 커질수록 높은 

통제감을 표현한다. 중간 그림은 마찬가지로 평상시같은 통제감이다.

그림 나)와 다)는 Bradley와 Lang(1994)이 개발한 도구이며, 가)의 

경우, 원본 SAM에서 표정을 알아보기 쉽게 Suk(2006)이 수정한 그림이

다. 김민우 등(2011)의 고려대학교얼굴표정모음집(KUFEC) 개발연구를 위

해 활용한 방법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 도입하였다.

5) 사전·사후설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과 후에 피험자의 특성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하여, 인지적유연성과 귀인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Dennis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Cognitive Flexibiliyt 

Inventory: CFI)와 Levenson(1981)이 개발하고 안귀덕(1986)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귀인양식 검사를 활용하였다. 인지적 유연성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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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분포와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인지유연성척도의 문항분포와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α)
신뢰도(α) 

전체

대안하위척도

(alternative 

subscale)

1-13 13 .87

.86

통제하위척도

(control subscale)
14-20 7 .84   

              

귀인양식검사의 문항분포와 신뢰도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지향, 타인지향, 우연지향의 3차원으로 각각 5개, 총 15 

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4> 귀인성향척도의 문항분포와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α)

내적지향 1, 5, 11, 13, 15 5

타인지향 4, 8, 9, 12, 14 5 .76

우연지향 2, 3, 6, 7, 10 5

피험자의 정서 변화는 전술한 SAM척도(Bradley & Lang, 1994; Suk, 

2006)를 통해 실험 전후에 실시한 후, 응답 점수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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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문제

중심 

대처

적극적인 대처

(Active coping)

-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나는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는데 노력을 들인다.

-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하나씩 한다.

-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치를 취한다. 

4. 자료 분석 

피험자에게는 심리적 거리가 조절된 다중역할갈등상황이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A그룹은 심리적 거리가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해 가

깝도록 조작된 자극이(근거리 집단), B그룹에게는 내용은 같지만 심리적 

거리가 멀도록 조작된 다중역할갈등상황이(원거리 집단) 제시되었다. 피

험자는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을 읽은 후,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

진 상황에 대한 가능한 반응(대처)를 브레인스토밍하도록 안내되었다. 자

료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성된 아이디어는 모두 진술문으로 작성되었고, 

이어서 대안반응을 생각한 갈등상황의 문제 원인과 해결점의 위치에 대

한 피험자의 생각을 응답하고 정서반응을 체크하였다. 

1) 대안분석

평정자는 각각의 반응이 대처양식을 측정하는 COPE scales(Carver 

et al., 1989)의 하위척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였다. 다음

으로, 평정자간 합의과정을 통해 해당항목을 최종 확정하였다. 평정을 

위해 활용된 COPE scales(Carver et al., 1989)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대처양식(COPE scales; Carver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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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Planning)

-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전략을 생각한다.

- 나는 행동 계획을 세운다.

- 내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나는 열심히 생각한다.

- 나는 문제를 가장 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다른 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부터 하기

(Suppression of

 competing 

activities)

- 나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접는다.

-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일들은 잠시 미뤄둔다.

- 나는 다른 생각이나 활동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 나는 이 일을 다루는데 다른 일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제하기

(Restraint coping)

- 나는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노력한다. 

- 난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나는 섣부른 행동으로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지를 

확인한다.

- 나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구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Seeking social

 support for 

instrumental 

reasons)

-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려고 한다.

- 나는 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정서

중심

대처

정서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Seeking social

 support for 

emotional

 reasons)

- 나는 내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 나는 친구나 친지들로 부터 정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 내가 누군가와 내 감정에 대해 나눈다.

- 나는 누군가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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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재해석 & 

성장(Positive 

reinterpretation &

 growth)

- 나는 일어나는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본다.

- 나는 더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보려고 

노력한다.

- 난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

- 나는 경험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수용

(Acceptance)

- 나는 문제와 공존하는 것을 배운다.

- 나는 문제가 생겼고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 나는 이미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익숙해진다.

- 난 문제가 생긴 현실을 받아들인다.

종교에 귀의하기

(Turning to

 religion)

- 나는 하느님께 도움을 구한다.

- 나는 하는님을 믿는다.

- 나는 종교 안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한다.

-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한다.

부인

(Denial)

- 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

- 난 문제가 진짜로 일어나지 않은 척 한다. 

- 나는 마치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 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부적

응적

대처 

정서에 집중하기 & 

분출하기

(Focus on & 

venting of

 emotions)

- 나는 화를 내고 감정을 표출한다. 

-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 나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면서 그런 감정에 대해  

많이 표현한다. 

- 나는 화를 내고, 그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행동적 철수

 (Behavioral 

disengagement)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도하기를 포기한다. 

-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그냥 포기해버린다.

- 나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노력하기를 포기해버린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줄인다.

정서적 철수

(Mental 

disengagement)

- 나는 기분전환을 위해 일이나 뭔가 다른 대체 활동을 

한다. 

- 나는 문제에 대해 생각을 덜 하기 위해 영화나 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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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 나는 이 일 말고 다른 일에 대한 공상을 한다. 

- 나는 평소보다 더 많이 잠을 잔다. 

약물사용

(Alcohol-drug 

disengagement)

- 나는 그 일에 대해 덜 생각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다. 

평정자는 각각의 대안이 <표 5>에서 제시된 14가지 대처양식 중 어

느 방식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평정자 네 명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논의하였다. 각각의 대안에 대해 정해진 대처양식은 대안

의 경향성 및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다양한 통

계기법을 활용하였다.

 

2) 귀인양식 분석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문제책임 귀인은 Brickman 등(1982)의 

귀인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가 개발한 문제상황 귀인검

사를 참조하여 본연구의 다중역할갈등상황을 대입하여 응답하도록 하였

다. 문제 대본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응답을 1점에서 9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이 1에 가까울수록 문제 상황의 원인이나 해

결이 타인이나 외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9에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이나 

내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정서변화 분석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귀인은 문제의 원인 귀인과 해결의 

책임 귀인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자극 제시 사전·사후에 

[그림 5]의 SAM 자극(Bradley & Lang, 1994; Suk, 2006)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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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도(pleasure), 각성도(arousal), 통제감(dominance)을 사용하여 정

서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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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참여자

1) 실험자극 개발 참여자

실험자극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상담전공 교수 1인(기혼남성)을 포함

하여 일-가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박사수료자인 상담전문가 3인(연구자 포함 기혼여성)이 참여하였다. 상

담전문가의 평균 연령은 37.3세였고, 1-3명의 자녀를 둔 워킹맘이었고, 

자녀의 평균 나이는 6.3세였다. 전문가 3인 모두 상담실무 경험이 8년 

이상이고 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1인은 박사학위소지자, 나머지 

2인은 박사수료자였다.

실험자극 개발자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문헌리뷰와 워킹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다중역할갈등 사례를 면 히 검토한 후, 연구목적 및 실제

에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를 선

정하여, 실험자극을 다듬는 과정을 협력하였다. 이후 예비실험에서 받은 

피드백과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시나리오 수정을 위해 실

험자극 개발 회의를 진행하였다.

2) 실험 참여자

실험참여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과 온라인 공고를 통해 

실험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30대 여성으로 현재 워킹맘으로 일-가족 다중역할을 하고 있어야하며, 

자녀가 10세 이하이고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참여자의 학

력은 대졸 이상이며,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교사 및 공무원을 제외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다중역할갈등에 대한 워킹맘의 반응을 



- 62 -

구분
대상

인원

연령(세) 직장 경력(년) 자녀수(명) 자녀연령(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2 3이상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5 34.5 3.2 7.2 3.5 62 3 5.6 3.1

측정하는 연구로 소개받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섭외되었다. 본 연구는 제시되는 자극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다양

한 아이디어를 산출해야하는 작업인 만큼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연구

에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연구에 소요되는 

예상시간(40분 내외)과 주제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면서, 실험참여가 쉽

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일-가족 다중역할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자발

적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65명의 피험자 중, 실험상황, 장소, 피험

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4명의 응답이 실제 연구에서 분석되었

다. 실험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분석 여부는 <부록 6>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표준편차 3.2)이고, 평균 직장 

경력은 7.2년(표준편차 3.5)이다. 자녀의 수는 1-2명이 가장 많은 62명

이었으며, 3명 이상인 피험자는 3명이었다. 자녀 연령은 평균 4.6세(표

준편차 3.1)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참여자의 연령, 직장 경력, 자녀수, 자녀연령

*주. 연령단위: 세, 직장경력 단위: 년, 자녀수 단위: 명

연구참여자의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72.3%(47명)으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석사졸업 이상은 8명, 박사졸업자 10명이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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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인원

학력 소속

대졸 석사졸 박사졸 사기업 공기업 금융권 연구소 자영업 대학 기타

전체 65
47

(72.3)

8

(12.3)

10

(15.4)

18

(27.7)

3

(4.6)

10

(15.4)

15

(23.1)

10

(15.4)

3

(4.6)

6

(9.2)

연구는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인지적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피험

자의 인지적 능력 및 교육 수준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피험자 교육수준(대졸, 석사졸, 박사졸)에 따라 배정을 동일하

게 하였다. 즉, 각각의 학력수준 내에서 피험자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 중에 무선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대졸 피험자 내에서 두 집단 중 한 그룹에 속하도록 반분하였다.

참여자들은 사기업, 공기업, 금융권, 연구소, 자영업 및 대학과 기타 

영역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잘 운영되어 상대

적으로 다중역할갈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는 공무원 및 교사는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기업(27.7%), 연구소

(23.1%), 자영업과 금융원(각 15.4%) 순이었다. 자영업의 경우, 학원 

운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6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병

원과 한의원이 각 1명이었다. 기타에는 프리랜서 통·번역가, 대학강사 등

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연구 참여자의 학력 및 소속                 

*주. 단위: 명(%)

3) 다중역할갈등상황 대안 진술문 분류 및 평정 참여자

피험자들이 제시된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해 생성한 아이디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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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자녀유무 상담경력

1 여 37 박사 수료 기혼 0 8

2 여 36 박사 졸 기혼 1 10

3 여 35 박사수료 기혼 2 10

4 여 32 박사수료 미혼 0 7

구분
대상

인원

연령(세) 상담경험(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 35.0 1.5 8.75 1.2

술문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진술문이 어떠한 대처양식에 해당하는지를 

평정자들이 평정한 후, 합의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처양식을 확정하

였다. 대처양식은 Carver 등(1989)의 COPE scale의 내용에 따라 분류

하였다. 이러한 평정작업에는 연구자 포함 4인의 상담전문가가 참여하

였다. 평정자는 모두 교육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박사수료자인 상담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인 모두 상담 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이

고 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35세로, 그 중 3명은 기혼, 

나머지 1명은 미혼이었으며, 1인은 박사학위소지자, 3인은 박사수료자였

다. 평정 참여 전문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표 8> 평정 참여 전문가 인적사항

평정 참여 전문가의 평균 연령 및 상담경험에 대한 내용은 <표 9>

에 제시하였다. 

 <표 9> 평정 참여 전문가 연령 및 상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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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63.58 7.10

52 1.75

B 28 65.07 7.88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고 있

다. 결과에서 제시되는 집단 명칭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A와 B로 

구분한다. 즉,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close) 근거리 집단은 A로, 심리적 

거리가 먼(distant) 원거리 집단은 B로 구분한다.

1. 대안적 사고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대안적 사고의 차

이를 본 연구에서는 대안 생성시 아이디어의 양(量), 질(質), 내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아이디어의 양(量)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생성하는 아이디어의 절대량을, 질(質)은 한 피험자가 각기 생성하는 아

이디어의 다양한 측면, 즉, 다양성을 의미한다. 

아이디어의 양과 다양성은 대안적 사고, 즉 사고의 유연성을 확인하

기 위함이다. 보다 정확한 집단간 비교를 위해 실험실시 전에 사고의 유

연성을 확인하는 인지유연성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

인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Dennis와 Vander Wal(2010)이 개발한 인지적 유연성 검사를 사용하

였다. 사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인지적 유연성 사전검사 결과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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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총합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213 8.19 2.25

52 -15.58***

B 28 502 17.97 2.34

사전검사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두 집단간 인지적 유연성은 A그

룹 평균 63.58(표준편차 7.10), B그룹 65.07(표준편차 7.88)이었으며, 독립

표본 t검증 결과,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간에 인지적 유연성 정도는 동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검사 실시 후, 본 실험에서는 아이디어의 양과 다양성을 통해 

발산적 사고를 확인함과 더불어 생성된 대안의 내용을 대처전략의 경향

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안의 양(量)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 그룹간 대안생성의 양적 차이, 즉, 유창성

(fluency)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가깝도록 조작된 집단은 총 213개의 대처전략을 제

시한 반면, 심리적 거리를 멀리 두게끔 조작한 집단은 총 502개의 대처

전략을 생성하였다.  두 집단 간 피험자가 2명 차이 나는 것을 감안하더

라도 매우 큰 양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대안의 양(量)

p<0.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생성된 대안의 개인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 67 -

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3.42 1.33

52 -4.74***

B 28 5.04 1.17

그룹은 평균 8.19개(표준편차 2.25)의 대안을 생성하였으며, 심리적 거

리가 먼 그룹은 평균 17.97개(표준편차 2.34)의 대안을 생성하였다. 이

는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값이 -15.5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안의 다양성(質)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 그룹 간 대안생성의 질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생성 질(質)은 대안의 다양성(flexibility)의 측

면에서 분석되었다. 즉, 얼마나 다양한 대안의 유형을 보고했는지를 

Carver 등(1989)이 개발한 Cope scales에서 제안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각 피험자별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활용했는지를 분석한 것

이다.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대안생성의 다양성

p<0.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자극을 제시한 집

단은 평균 3.41(표준편차 1.31)개 종류의 대안을 생성하였으며, 심리적으

로 먼 집단의 경우, 평균 5.04(표준편차 1.17) 가지 종류의 대안을 보고하

였다. 이는 독립표본 t-test 분석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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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제시된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평균 1.63개 이상 다양한 대안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안생성의 내용

가. 대안의 경향성

본 연구에서는 생성된 대안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arver 등

(1989)이 개발한 Cope scales의 분류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생성된 대

안을 연구자 포함 4인의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

이 Cope scales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대안을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덜 유용한 대처 중 한 가지로 분류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평정절차를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표 13), B그룹은 전체 생성된 아이디어 중, 문

제중심대처에 해당하는 대안이 421개로 전체 대안의 83.80%를 차지하였

다. 정서중심은 6.00%, 부적응적 대처양식은 10.20%였다. A그룹의 경우, 

문제중심대처 71.90%, 정서중심 7.5%, 부적응적 대처는 전체의 20.70%로, 

B그룹에 비해 전체 대안에서 문제중심대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는 10% 

이상 적은 반면, 부적응적 대처양식에 해당하는 대안은 B그룹의 2배가 

넘는 20.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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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 처 정서 심 처 부 응 처

A

153 16 44

(71.90) (7.50) (20.70)

B

421 30 51

(83.80) (6.00) (10.20)

<표 13> 대안의 대처양식                                    ※ 나온 횟수(%)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본 연구에서는 대안의 경향성 확인을 위해 각각의 분류에 대한 아이

디의 개수 대신 한 피험자가 생성한 아이디어 내에서 각 카테고리의 비

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아이디어의 개수를 단순 비교하기

에는 B그룹의 절대량이 현저히 많아서 경향성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힘

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 피험자가 생성하는 아이디어 중

에서 각각의 대처양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이 대안사용의 경향성에 대해 정확히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각각의 대처양식별 산출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을 하나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대안의 경향성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에 대한 Wilks의 람다값은 .824, 유의

확률은 .021로(p<.05)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

변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심리적 거리 조절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문제중심대처의 비율에서는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Sig., .034), 부정적 대처 비율에서는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ig., .003).

이상의 결과를 대안의 대처양식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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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73.88 20.20

53 -2.13*

B 28 83.21 10.01

n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7.04 10.01

52 -.41

B 28 8.07 8.75

14>에서 나타나듯이, 문제중심 대처양식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B그룹은 

평균83.21%(표준편차 10.01)인 반면 A그룹은 평균 73.88%(표준편차 

20.20)로 독립표본 t검증시 t=-2.1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B그룹이 A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표 14> 문제중심 대처 비율

p<0.05*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정서중심비율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이듯이, B그

룹 8.07%, A그룹 7.04%로 두 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정

서중심적 대처양식의 차이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5> 정서중심 대처 비율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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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19.08 15.42

52 3.01**

B 28 8.89 7.99

이에 반해 부적응적인 대처양식(less useful coping style) 사용에서는 

B집단(평균 8.89%, 표준편차 7.99)에 비해 A집단이 평균 19.08%(표준편

차 15.42)으로 B집단의 부적응적 대처비율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빈번

하게 부적응적 대처를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6). A집단과 B집

단 간의 차이를 확인한 독립표본 t검증에서는 t값은 3.01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적응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A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6> 부적응적 대처 비율

p<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나. 대안의 종류

대안의 내용을 Carver 등(1989)의 대처양식 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는 <표 17>, <표 19>, <표 21>와 같다. 

문제중심 대처양식으로 분류된 응답을 살펴보면, B집단은 A집단에 

비해 문제중심의 다양한 대처양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B3의 경우, 현재 처한 문제해결을 위해 잠시 다른 과제를 제쳐두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는 대처양식을 의미하는데, 심리적으로 가까운 집

단에서는 이 대처방식을 쓰지 않는 반면, B그룹에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과제를 제쳐두고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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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 처 문제 심

반응합계
총반응

B1 B2 B3 B4 B5

A
106 8 ㆍ 13 26 153 213

(49.8) (3.8) ㆍ (6.1) (12.2) (71.90) (100)

B
240 84 5 8 84 421 502

(41.8) (16.7) (1.0) (1.6) (16.7) (83.80) (100)

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집단의 경우, B집단에 

비해 B1(적극적 대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당면한 과제해결

을 위한 행동이 B1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즉, ‘숙제봐주

기’, ‘집안정리하기’ 등과 같은 행동은 A, B 그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반응에서 40% 이상이 B1으로 분류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A집단의 경우, B집단에 비해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이 

부족했던 만큼, 전체 아이디어 생성중에서 B1이 차지한 비율이 특히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7> 대처양식 내용 분류(문제중심 대처)                   ※나온 횟수(%)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 COPE scales. Carver, Sceier, & Weintraub(1989)

※ B1-적극적인 대처, B2-계획세우기, B3-다른 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부터 하기, B4-자

제하기, B5-도구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실험 과정에서 보고된 갈등상황에 대한 대안의 구체적인 예는 <표 

18>에 제시되었다. 대안의 예는 하위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집단에서 가

장많이 보고된 대표적인 응답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B1의 경우, 양쪽 집단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부분 목전의 과업 해결을 위주로 기술된 대안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숙제 도와주기’, ‘아이들 재우기’, ‘집안 정리하기’ 등은 A, B 두 집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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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다

각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예. ‘담임교사에게 연락

하기’, ‘도우미 또는 관련업체에 문의하기’)을 보였다. 또한 ‘도우미/업체

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아이를 꾸중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심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갈등상황에 몰입하여 문제 해결에 치우치기보다 갈등상황을 감수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이득과 같은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보

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었다. 더불어, 만약의 경

우 도움을 얻기 위한 대처(예. 오늘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시어

머니께 용돈을 드린다.) 또한 B집단에서 더 빈번히 보고되었다. 반면, A

집단의 경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보고가 많았으며, 이는 B집단이 

정서적 대처양식 중 ‘정서적 이유로 사회적 지지추구하기’가 A집단에 비

해 응답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일관된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B2 계획하기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작한 집단의 아이디어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특히 B 집단의 경우, 행동 

계획 및 전략세우기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다른 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방식(B3)의 대안은 B집

단에서만 보고되었으며, B5의 도구적 이유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

식은 A집단이 자녀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도움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

면, B집단은 전문인력(예. 과외선생, 도우미)이나 멘토(예. 선배), 친인척

(예. 부모님) 등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다양하였고, ‘용돈을 드린다’와 같

이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워 지지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제중심 

대처로 분류된 응답 예시는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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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B1

적극적인 

대처

- 큰아이 숙제를 봐준다.

- 아이들을 재운다.

- 나머지 집안일을 한다(집안 정리 

등).

- 큰아이와 이야기 나눈다.

- 남편과 이야기 나눈다.

- 큰아이 숙제를 도와준다.

- 아이들를 재운다.

- 집안 정리를 한다.

- 큰아이의 생활계획을 얘기한다. 필

요시 매를 든다.

- 담임선생님을 만나다(편지나 전화

를 드린다).

- 도우미/업체에 전화한다(다음날 

출근여부 확인, 백업 요원 구인).

- 화가 나더라도 다음을 위해 내색

하지 않고 어머님께 용돈이라도 

쥐어 드린다.

B2

계획세우기

- 도우미 부재시 대신할 사람 마련

한다.

- 일을 그만두었을 때와 계속 일을 

할 때에 대해 생각한다.

- 일과 가정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

지 생각한다.

-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본

다(새로운 직장, 융통성 있는 부

서, 이직가능여부 등).

- 남편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한다.

-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것이 육아 및 

가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지에 

대해 고려해본다.

- 돈과 육아 중에 자신에게 더 중요

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 고민할 때 육아는 지나가는 문제

이기도 하므로 그 부분 감안해서 

계획한다.

- 실제로 A씨의 직장이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니라면 육아와 일 중에 

선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지도 모른다.

<표 18> 대처양식 분류의 응답예(문제중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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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다른 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부터 

하기

-

-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 돌리고 애

들부터 본다.

- 깊이 생각하기 힘든 날은 일단 닥

친 일부터 해결한다.

B4

자제하기

- 남편이 화내도 우선 무시한다. 지

금 같이 싸워봤자 소용없다.

- 아이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

고 화장실이나 조용한 곳에 가서 

진정을 한다.

- 물을 마시고 잠깐 혼자 방에 들어

가 있는다.

-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본다.

- 일단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

린다.

- 시어머니께서 계시다면 일단 깊은 

얘기는 참는다. 싸우는 모습 안보

이는게 좋다.

B5

도구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 남편에게 아이 숙제를 봐주라고 

부탁한다.

- 남편과 작은아이 픽업 요일을 배

분한다.

- 아이들을 불러앉혀 놓고 해야할 

일들을 다시 주지시킨다.

-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

탁해본다.

-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큰아이 

숙제, 작은아이 식사).

- 남편과 역할분담을 논의한다.

- 아이들에게 집에 와서 할 일을 스

스로 하도록 부탁한다.

- 큰아이의 학업지도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과외)의 도움을 구한다.

- 도움받을 곳이 시어머니라면 시어

머니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용돈 최고).

- 비슷한 처지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다.

정서중심 대처의 경우,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A집단이 평

균 1.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9>). 카테고리별 응답을 살펴

보면, A집단은 긍정적인 재해석(B7)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된 반면, B집단은 1.4%의 응답이 긍정적인 재해석(B7)을 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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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심 처
반응합계 총반응

B6 B7 B8 B9 B11

A
8 ㆍ 5 2 1 16 213

(3.8) ㆍ (2.3) (0.9) (0.5) (7.50) (100)

B
9 7 14 ㆍ ㆍ 30 502

(1.8) (1.4) (2.8) ㆍ ㆍ (6.00) (100)

되었다. 한편, A집단에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종교에 귀의하거나(B9) 부

인하기(B11)과 같은 정서적 대처가 보고되었던 반면에, B그룹에서는 이

러한 회피적인 정서대처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표 19> 대처양식 내용 분류(정서중심 대처)           ※나온 횟수(%)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 COPE scales. Carver, Sceier, & Weintraub(1989)

※ B6-정서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B7-긍정적 재해석 & 성장, B8-수용, B9-종

교에 귀의하기, B11-부인

구체적인 응답의 예는 <표 20>에 제시되었다. B7에는 갈등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의미를 찾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생각이 포함되었는

데,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에서는 갈등상황과 관련해 재앙적인 사고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소수이지만 보고되고 있었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서는 종교에 의지하거나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반응이 소수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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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B6

정서적인 

이유로 

사회적지지 

추구하기

-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오늘의 

상황을 말하며 위로받는다.

-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친구와 

수다 떤다.

-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면 남편

에게 나의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

한다.

- 혼자 고민하기 힘들면 다른 워킹

맘이나 친정식구와 고민을 나눈

다.

B7

긍정적 

재해석 & 

성장

-

- 의외로 아이는 라면먹고 TV보고 

즐거웠을 수 있다.

- 살다보면 일진이 안좋을 수도 있

지만 그렇다고 죽진 않는다. 의외

로 더 터프해질 수도 있다.

B8

수용

- 오늘 일어난 일은 나로 인한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족이 가

장 중요한 존재일지라도 나의 일

을 포기할 수는 없다.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에 충실하도록 한다.

- 웬만한 직장이라면 견디다보면 아

이들도 크고 괜찮아질 것이다.

- 공부한 게 아까우니 웬만하면 가

능한 일을 계속하는게 좋다.

B9

종교에 

귀의하기

- 기도한다.

- 이번주는 수요예배에 꼭 가겠다고 

다짐한다. 해결책은 주님만이 아

시니.

-

B10

부인

- 식사 중에 억지로라도 농담을 해

본다.
-

<표 20> 대처양식 분류의 응답예(정서중심 대처)

부적응적 대처양식으로 분류된 응답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

(A)이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B)에 비해 두 배 이상 응답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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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응  처

반응합계 총반응

B10 B12 B13 B14

A

35 1 8 ㆍ 44 213

(16.4) (0.5) (3.8) ㆍ (20.70) (100)

B

34 4 12 1 51 502

(6.8) (0.8) (2.4) (0.2) (10.20) (100)

구분 A B

B10

정서에 

집중하기 

& 

분출하기

-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

고 펑펑 운다.

- 펑펑 운다. 주저앉아서.

- 그릇이 깨질 듯이 거칠게 다루면

서 설거지를 한다.

- 남편의 태도에 화낸다.

- 울면서 마음정리한다.

- 일기에 속상한 마음을 쓴다.

- 펑펑 운다.

- 신랑에게 당신이 그만두고 애보라

고 따진다.

- 나도 오늘 일이 힘드니 건드리지 

말라고 화낸다.

- 내가 그만둘테니 당신이 잘 먹여

살려 보라고 한다.

<표 21> 대처양식 내용 분류(부적응적 대처)           ※나온 횟수(%)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 COPE scales. Carver, Sceier, & Weintraub(1989)

※ B10-정서에 집중하기 & 분출하기, B12-행동적 철수, B13-정서적 철수, B14-약물사용

구체적인 응답 예시는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약물사용과 관

련하여서는 B집단에서 유일하게 알콜 사용에 대한 응답이 1건 보고되었

다(예. ‘술이나 한잔 한다’ ). 

<표 22> 대처양식 분류의 응답예(부적응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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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행동적 

철수

- 그냥 식탁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

는다.

- 모든걸 팽개치고 2시간 정도 나가 

있는다.

B13

정서적 

철수

-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도망치고 싶다.

-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 컴퓨터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 씻고 잔다.

- 커피 한잔/산책 한다.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A씨만의 

방법이 있다면 써본다(네일케어, 

마사지, 미용실, 친구만나기 등).

- 최대한 일찍 잠든다. 많이 자고 피

로가 풀려야 내일 일도 한다.

- A씨도 휴식이 필요하니 몰래 월차 

내고 쉬도록 한다.

B14

약물사용
- - 술이나 한잔 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대

안의 양과 다양성 모두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대안생성의 양에서는 심리

적 거리를 멀게 한 B집단이 총 501개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개인당 평균 

17.97개(표준편차 2.34)의 대안을 생성함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한 

A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의 

경향성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둔 B집단에 A집단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활용하고 반면에 부적응적인 대처는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중심 대처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처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B집단은 문제중심대처양식을 모

두 활용하는 등, 문제중심대처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A집단은 정서중심대처에서 독특하게 긍정적 재해석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인(denial)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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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105.96 9.99
46 -.97

B 28 101.31 12.60

2. 귀인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한 문제원인 및 해결의 책임소재를 집단 유형

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귀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rickman 등(1982)의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가 개발한 

문제상황 귀인양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문제상황에 본연구의 다중역할갈

등상황을 대입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귀인

양식을 확인하기에 앞서 A와 B 두 집단 간의 귀인양식 차이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Levenson(1974)이 개발하고 안귀덕(1986)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귀인양식 검사를 활용하였다. 귀인양식의 사점검사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귀인양식사전검사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표 23>에 따르면, 귀인양식에 대한 평균은 A그룹 105.96(표준편차 

9.99), B그룹은 평균 101.31(표준편차 12.60)이었고, 독립표본 t검증 결과 t

값은 -.97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두 집단간 귀인양식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귀인양식을 하나의 특성으로 간주하고 귀인

양식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간 차이에 대한 Wilks의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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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4.54 2.63

52 3.56**

B 28 2.50 1.32

값은 .783, 유의확률은 .002로(p<.01) 귀인양식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변량 효과검정으로 각각의 종속변수가 심리적 

거리 조절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원인귀인에서는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Sig., .001), 해결귀인에서는 유

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Sig., .004).

1) 원인귀인

Brickman 등(1982)의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가 개발

한 문제상황 귀인검사를 바탕으로 문제상황에 본연구의 다중역할갈등상

황을 대입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제 대본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응

답을 1점에서 9점 Likert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1점은 가장 외적

귀인하는 것으로, 9점은 가장 내적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상황의 

원인에 대하여 집단A는 평균 4.54(표준편차 2.63)을, 집단B는 평균 2.50

(표준편차 1.32)의 결과를 보였다. 즉, 심리적 거리가 먼 B집단이 A집단

에 비해 상황의 원인에 대해 보다 외적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 한 결과, t값은 3.5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4> 원인귀인

※ 평균값이 높을수록 내적귀인

p<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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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5.35 2.33
52 3.02**

B 28 3.68 1.70

즉, 제시자극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리 두게끔 한 B그룹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A그룹에 비해 다중역할갈등상황 문제의 원인을 보다 외

적귀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해결책임귀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어느 쪽으로 귀인하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Brickman 등(1982)의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

가 개발한 문제상황 귀인검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외적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점수가 증가할수

록 보다 내적귀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상황의 해결책임 소재에 대

하여 집단A는 평균 5.35(표준편차 2.33)을, 집단B는 평균 3.68(표준편차 

1.70)의 결과를 보였다. 즉, 심리적 거리가 먼 B집단이 A집단에 비해 상

황의 해결책임에 대해 보다 외적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 한 결과, t값은 3.02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5> 해결책임귀인

※ 평균값이 높을수록 내적귀인

p<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다중역할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상황

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둔 B집단은 보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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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해 자기비난을 하거나 과도하게 자기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외부

의 피치못할 상황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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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변화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문제상황은 역기능적 사고를 자극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정서변화가 동반된다. 본 연구에서는 SAM얼굴자극(Bradley 

& Lang, 1994)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정서 변화를 호감도(pleasure), 각성

도(arousal), 통제감(dominance)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피험자의 

사전 정서 차이는 별도의 사전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SAM 자극을 실험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검사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에 호감도와 통제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감도와 통제감은 

사전점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각성도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였다.

1) 호감도

호감도(pleasure)의 변화 정도란 긍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로 어

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의미한다. 즉, 호감도 변화가 클수록 자극제시 이

후 부정적 정서로 변화한 정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감도 검사의 경우, 1점은 가장 부정적인 정서 상태, 7점은 가장 긍정적

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사전 호감도 검사에서 두 집단은 A그룹 평균 5.23(표준편차 1.03), B

그룹 평균 4.32(표준편차 1.12)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값 3.09). <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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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5.23 1.03

52 3.09**

B 28 4.32 1.12

A B 합계

호감도변화
평균 3.31 2.36 2.81

표준편차 1.35 1.39 1.44

교정값
평균 2.90 2.74 2.82

표준편차 .21 .20 .14

사례수 26 28 54

<표 26> 호감도 사전검사

p<0.01**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기에, 호감도 변화에 

대한 집단간 차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25>

은 사전 호감도 점수를 통제한 호감도 변화 교정값이다. A그룹의 교정

평균은 2.90(표준편차 .21), B그룹 교정평균은 2.74(.20)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사전 호감도에 따라 교정된 호감도 변화량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교정된 호감도의 변화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2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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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 호감도)
58.05 1 58.05

.28

그룹 .28 1 .28

오차 51.81 51 1.02

합계 110.15 53

<표 28> 사전 호감도에 따라 교정된 호감도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사전 호감도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호감도 변화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28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호감도 변화에 대하여 교정평균 값을 구한 결과, 심

리적으로 가까운 A집단의 평균 호감도 변화가 컸지만, 즉, A집단이 보

다 더 큰 부정적 정서로의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화는 아니었다.

2) 각성도

다중역할갈등상황 제시 전 연구 참가자들의 정서 각성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29>에 제시되었다. 집단A는 평균 3.19(표준편차 1.47), B지단

은 평균 3.71(표준편차 1.18)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1.4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성도 검사의 경우, 1점은 

가장 각성이 적은 상태, 7점은 가장 각성이 크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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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2.31 1.32

52 -.28

B 28 -2.21 1.17

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3.19 1.47

52 -1.44

B 28 3.71 1.18

<표 29> 각성도 사전검사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실험자극 제시 전후의 정서의 각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표 

30>와 같다. 두 집단의 각성도의 변화는 A그룹 평균 -2.31(표준편차 

1.32), B그룹은 평균 -2.21(표준편차 1.17)이었으며, 두 집단간 차이를 독

립표본 t검증 한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t값 -.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앟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0> 각성도 변화량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3) 통제감

통제감(dominance)의 변화 정도란 피험자의 통제감이 자극제시 후에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의미한다. 즉, 통제감 변화가 클수록 자극제시 

이후 통제감이 낮아진 정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사전 통제감 검사에서 두 집단은 A그룹 평균 5.04(표준편차 1.1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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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평균 표 편차 자유도 t값

A 26 5.04 1.11

52 2.39*

B 28 4.21 1.40

A B 합계

통제감변화
평균 2.00 .14 1.04

표준편차 2.35 2.03 2.36

교정값
평균 1.75 .37 1.06

표준편차 .42 .40 .28

사례수 26 28 54

그룹 평균 4.21(표준편차 1.40)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값 2.39). <표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감 검사의 

경우, 1점은 가장 통제감이 낮은 상태, 7점은 가장 통제감이 높은 상태임

을 의미한다.

<표 31> 통제감 사전검사

p<0.05*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표 32>는 사전 통제감 점수를 통제한 통제감 변화 교정값이다. A

그룹의 교정평균은 1.75(표준편차 .42), B그룹 교정평균은 .37(.40)이다. 교

정평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B그룹에서 통제감이 낮아진 정

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사전 통제감에 따라 교정된 통제감 변화량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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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 통제감)
50.96 1 50.96

5.35*

그룹 23.24 1 23.24

오차 221.73 51 4.35

합계 295.93 53

교정된 통제감의 변화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33>와 같다.

<표 33> 사전 통제감에 따라 교정된 통제감 변화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p<0.05*

※ A-근거리 집단, B-원거리 집단

사전 통제감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통제감 변화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5.35,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통제감 변화에 대하여 교정평균 값을 구한 결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A집단에서 통제감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90 -

Ⅴ. 논 의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

로 워킹맘의 다중역할갈등 상황 속에서 심리적 거리 조절에 따른 반응 

차이를 대안적 사고, 문제귀인 및 정서변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설명한 

후, 상담 개입에의 시사점 및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하고

자 한다. 

1. 일-가족 역할갈등 상황에서 대안적 사고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른 대안

적 사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 다중역할갈등 

시나리오 자극을 두 워킹맘 집단에게 제공하고, 가상의 다중역할갈등 상

황에서 피험자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분석하였다. 이에, 시나리오 자극을 

받은 피험자 개개인이 예시(예. 설거지를 한다)로 제공된 반응 외에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 자유롭게 보고하도록 한 

후에, 생성된 아이디어의 양(量)과 질(質), 즉, 다양성을 Carver 등(1989)

이 개발한 COPE scales에 따라 분류한 후, 통계분석하였다. 분류의 기준

은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 및 부적응적 대처 등 3가지이며, 하위

기준은 총 14가지이다(적극적 대처, 계획, 다른일은 제쳐두고 중요한 일

부터 하기, 자제하기, 도구적 이유로 사회적 지지 추구하기, 긍정적 재해

석 및 성장, 수용, 종교에 귀의하기, 정서에 집중하기&분출하기, 행동적 

철수, 약물사용).

우선,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502개)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자극을 

제시받은 집단(213개)에 비해 아이디어의 양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

했다. 독립집단 t검증을 통한 집단간 차이에서도 t값 -15.58로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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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다중역할갈

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게 둔 집단이 대안생성의 유창성

(fluency) 측면에서 우세함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의 융통성

(flexibility)을 보기 위해 분석한 대안의 다양성에서도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평균 5.04개(표준편차 1.17)의 대처양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가까운 집단이 사용한 평균 대처양식 수(평균 3.42, 표준편차 1.44)에 

비해 약 2가지 정도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해서 워킹맘의 심리적 거리를 

달리 했을 때, 대안적 사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확인시

켜 주는 것이다. 즉, 역할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멀 때, 대안이 

많이 생성되고 다양한 대안을 활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개관에

서 제시되었듯이, 다중역할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면 부적

응적 인지도식과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는 등, 문제 상황을 경직되고 

제한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김현진 등, 2002, 이수원 등, 1987; Beck, 

1979; Fenigstein, 1979). 이와 같은 제한적인 조망은 문제해결의 효율성

을 반감시키고, 문제 자체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

다.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는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하고, 경직된 귀인방식을 탈피해서 재귀인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이수원 등, 1989; 김태준, 2003; 

Beck, 1979; Fenigstein, 1979).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경직된 조망을 탈피하도록 이전 연구에서 제안

한 방략 중 하나인 심리적 거리두기를 활용하였을 때, 대안적 사고가 실

제로 촉진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대안적 사고를 함으로써 다양한 대처양식에 대해 생각하고, 관련한 아이

디어를 다양하게 많이 내는 것은 인지적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고 창

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김영채, 

2004a, 2007), 이는 실제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갇힌 워킹맘들을 위한 대



- 92 -

처전략의 하나로써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경 수준이 

높아져 정신건강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역

경의 수준과 무관하게 더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역경에 대한 보

호적-안정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해리, 2007; 김동일 등, 

2011a; 김동일 등, 2012a, 2012b; Masten, 2001). 특히 김동일 등(2012)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해,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서 창의성이 

역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항상성을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이끄는데 긍정적 작용을 함을 확인하였으며, 역경에서의 탄력적 

회복(resilience) 과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 아이디어의 유창

성과 융통성이 높아지는 작용은 워킹맘의 다중역할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경에 대한 탄력적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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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족 역할갈등 상황에서 대안적 사고의 적응성

앞서 본 연구에서는 워킹맘의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대안적 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해 대안의 유창성과 융통성을 분석하

였다. 이와 함께 대안적 사고가 실제 적응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대안의 내용 및 문제상황에 대한 귀인의 차이, 정서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대안 내용 분석의 근거로는 Carver 등(1989)이 COPE scales 

개발에서 제안한 하위척도의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전문가 평정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심리적 거리

를 가까운 집단에 비해 생성한 전체 아이디어에서 문제중심 대처가 차지

한 비율이 10% 이상 높은 83.80%였다. 이에 반해 부적응적 대처는 심리

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이 거리를 멀게 조작한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20.70%)을 보였다. 대안의 경향성 전체 결과에 대해 다변량분

산분석(MANOVA)을 실시하고, 각각의 대처양식 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문제대처중심 대안의 비율과 부적응적 대처

양식에 해당하는 대안의 비율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였을 때, 그 거리에 따라 대처전략의 경향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즉, 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계획하기,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기, 도구적인 도움 

청하기와 같은 문제중심적인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한 반면, 정서의 

분출이나 회피와 같은 덜 유용한 부적응적인 대처를 적게 사용하였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active coping)’의 경우, 양쪽 집단 모두에서 전체 

대안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서의 비

율이 8% 더 높았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그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계획하기’, ‘도구적 도움’ 요청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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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집안정리하기’, ‘숙제도와주기’와 같은 일상적이고 주부라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제 수행과 관련한 대안이 이 카테

고리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활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스트레스 대처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조절하기 위

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경험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Dubow & Tisak, 

1989). 즉, 이는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용하는 대처전략

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워킹맘이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조망을 심리적 거리를 통해 조절함으

로써 같은 상황에서도 대처전략의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양식의 경향성 차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심리적 거리가 생겨 갈등상황에 대한 조망이 확

대되면, 보다 다양한 대처전략에 대해 구상하게 되면서 문제해결중심적

인 대처전략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내용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심리적 거리가 먼 그룹은 가까운 그룹

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의 모든 하위 대처양식을 활용하고 있었다(표 16).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평가 또한 대처양식의 경향성 차이에 대해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생활사건 자체보다는 생활사건

에 대한 인지평가, 즉, 직면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상실감으로 평가하

거나 상해로 인지되어 위협으로 평가하는 경우, 극복의 기회로 평가하는 

경우로 구분되어진다(Han, 2002). 또한 이들 평가 결과는 스트레스를 극

복하려는 노력으로 적절한 대처자원을 활용하여 대처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

시자극 전후의 정서변화 중 통제감 상실이 피험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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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

해 부정적 사건 경험 후 통제감 상실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부정적 생활사건인 일-가족 다중역

할갈등상황 자극에 대한 평가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해 거리를 둠으로써 보다 상

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문제해결전략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끔 작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갈등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뚜렷했음에도, 두 집단 모두 전체 대안에서 

문제중심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하나의 가설로는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모두 현재 경

력을 유지하고 있는 워킹맘이라는 사실이다. 즉, 심리적 거리 조절은 달

랐지만, 두 집단 모두 현재 다중역할갈등상황 속에서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일-가족 사이의 균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다중역할갈

등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이 비교적 익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현실상황에 기반하여 묘사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

으로 수행해야할 가사노동 및 가정관리 업무가 많았으며, 피험자들 또한 

이러한 가사노동에 익숙한 취업 주부였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

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두 집단 간에 문제중심 대처

전략의 사용이 유의미하게 차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실

제 워킹맘들이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많

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워킹맘들의 고충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갈등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 집단

간의 문제상황 원인 및 해결의 책임소재 귀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Brikman(1982)의 4차원 모형을 바탕으로 강에스더(2008)가 개발한 문제

상황 귀인검사를 수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상황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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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조작된 집단은 평균 4.54(표준편차 

2.63)를,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은 평균 2.50(표준편차 1.32)의 결과를 보

였다. 이는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작한 집단

이 가깝게 조작한 집단에 비해 문제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것으로 귀인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독립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t값

은 3.5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나 

나타났다. 문제상황 해결의 책임 소재와 대해서도 심리적 거리가 먼 집

단이 평균 3.68(표준편차 1.70)으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조작한 집단(평

균 5.35, 표준편차 2.33)에 비해 해결의 책임소재를 외부로 귀인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책임 소재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독립표

본 t검증에서 t값은 3.02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였을 때, 심리적 거리기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문제상황

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외적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외

적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 Ross, 1975; Snyder et al., 1976; 

Zuckerman, 1979). 반면에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많은 상

황에서 인간은 인지적으로 왜곡되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문제에 대해 

내적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Fenigstein, 1979).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다면, 문제상황

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개인은 문제상황을 보다 객관적으

로 보게 되고, 불필요한 부정적 정서나 왜곡된 인지과정을 억제하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거리조절 과정을 통해 역할갈등 속에 처한 워킹

맘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에서 실제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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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의 책임 또한 객관적으로 살피도록 도울 것이다. 정리하자면, 갈등 상황

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봄으로써, 워킹맘들은 자신이 처한 역할

갈등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런 객관화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죄책감을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둠으로써 문제상황에 몰입해 있을 때 보지 못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문제의 원인을 재귀인할 기회를 얻고,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경직된 자기몰입은 정서조절곤란을 야기하는 ‘부정적으로 생각

하기’, ‘타인 비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 ‘폭식하

기’ 등과 같은 부적응적 방략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이지영, 

2011), 이는 자신의 부정적 측면에 주의가 점유되는 자기초점적 주의가 

주변의 상황이나 내부 또는 외부의 다양한 측면에 주의를 할당하지 못하

게 하여 정서조절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

을 의미한다(Clark & Wells, 1995). 반면,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주의할

당은 처한 감정과 상황을 포함한 실제적인 단서들을 처리하고, 불쾌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실행하도록 도울 것이다. 

실제로 자기몰입은 적응적 방략 가운데 정서조절 곤란 수준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행동 취하기’(이지영, 2010b; 이지영, 권석만, 

2009b)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Marra(2005)는 심리치료에서 성공

적인 개입은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주

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입 조건에 따른 정서의 차이에 대한 정보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사고의 적응성을 정서조절과 관련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정서 변화를 호감도

(pleasure), 각성도(arousal), 통제감(dominance)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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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피험자의 사전 정서 차이는 별도의 사전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SAM얼굴자극(Bradley & Lang, 1994)을 실험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 간에 호감도와 각

성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통제감에서는 그

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극제시 전후 통제감 변

화량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그룹이 먼 그룹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역할갈등상황 시나리오 자극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가까운 

그룹이 먼 그룹에 비해 통제감 상실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통제감 상실이 심리적 거리를 멀리 둔 집단에서 변화 정도가 유의하

게 적게 나타난 것은, 심리적 거리조절에 따른 효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즉, 이러한 결과는 Beck 등(1979)이 제안하였듯이, 문제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도록 노력하는 만큼 실제 본인이 문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으며, 대안이 많이 생성되면

서 문제 상황에 대한 통제감 또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심리적으로 

가까운 그룹에 비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 변화 및 각성도

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본 연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실시하는 실험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와 같은 정서적 변화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피험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상황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고도의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정서적 변화가 제약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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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및 제언

1. 연구의 시사점

Beck과 그의 동료들은(1979, 1985)은 우울증과 불안 치료에서 특정 

상황의 구체적인 경험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남으로써 문제

를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우울증의 인지치료에서도 또한 재귀인화와 대안적 해

석을 제안하면서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거리두기의 유용성을 논하였

다. 이처럼 부정적 경험에 대해 정서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경험의 주관

성을 인지하고, 이를 다시 한 번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으로서 

심리적 거리두기는 이후 마음챙김을 필두로 다양한 치료법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워킹

맘들은 필연적으로 역할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워킹맘 개인

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결과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심리적 

거리에 따른 상위수준의 해석과 하위수준의 해석의 차이를 대안적 사고

와 귀인양식, 정서변화 세 가지 차원에서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

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험상황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중역할갈등과 대안적 사고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조절은 역할갈등 속에서 불안하고 소진되며 스트레

스가 많은 워킹맘들이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 볼 때, 근시

안적 관점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심리적 거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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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유용성은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주요한 변인이 된

다.

본 연구는 일-가족 역할갈등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가정

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워킹맘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서 심리적 거리두기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

다. 역할갈등 상황에서 고민하는 워킹맘의 경우,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의 심리적 거리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직

면하고 있는지 검토하게 하며, 스스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다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워킹

맘들이 근시안적인 관점(worm's view)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관점

(bird's view)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들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효과적일 것임을 기대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전략은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환

경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가족 다중역할갈

등 상황이 객관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선행연구에서 역경의 수준과 적응과의 관련성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이해리, 2007; Fergusson & Lynskey, 1996), 위험조건들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는 사회적 비용 및 시간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접근이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여전히 개인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아야한다. 또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 부부관계 및 

각 가정의 특수한 상황 등은 개입이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이 문제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적

응 양상이 달라지는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적 사

고를 높이는 것은 보다 경제적이고 역경의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긍정적 

적응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

적 수준의 개입은 실제 생활 속의 역경에 직면하기 전에 개인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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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자원들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는 예방적 차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일대 일 치료 맥락에서 위기에 대한 반응

으로서 대응 기술과 자원들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이해리, 2007).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다중역할갈등 상

황을 체험하고 있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진로장벽 연구 등에서 비판받아온 실제 연구주제 대상을 연구에 포함시

키지 못했다는 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현실

의 워킹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반

응과 귀인양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주요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향후 고학력 워킹맘 상

담에 필요한 기준 마련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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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실험조건의 제약 등을 이유로 한 가지 역할갈등 

상황만을 대상으로 심리적 거리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역할갈등 상황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나리오 자극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극기법

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적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워킹맘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관계로 표집

의 수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 만큼 상담 

실제에 적용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의의가 있지만, 보다 많은 표집을 통

해 통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

구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고학력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 축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역할갈등과 관련

한 심리적 거리조절 및 대안적 사고의 효과를 한국의 워킹맘 전반으로 

확장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더불어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은 비단 워킹

맘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남편이나 대리 양육자와 같은 다른 가족 구성

원들에 대해서도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워킹맘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상

황에 따라 다른 역할갈등을 겪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0대 기혼여성

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보다 다양한 특성의 워킹맘에 대한 연구가 기대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조절의 효과를 대안적 사고, 귀인양

식과 정서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상담 장면에서 다루어질 갈등상황

과 관련한 심리적 거리조절 효과는 위의 세 가지 측면에 국한되지는 않

을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은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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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워킹맘의 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두기에 따른 효

과는 역할갈등 상황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방략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환경적 차원의 개입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 조절을 통한 반응 차이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두 실험 집단 

간에 심리적 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가설적 거리(나에게 일어난 일 

vs.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를 포함한 네 가지 자극 조건을 동시에 실

험에 투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거리 조절 효과 차이는 확인하였

지만, 대안적 사고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의 대안생성이 활성

화된 이유에 대해서까지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즉, 원거리 집단이 

‘자신이 실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대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안생성이 많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상황에 대한 유연

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다양한 대안을 두루 살피는 것이 전제되어야하지

만, 이후 결정과 실행의 과정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Jones와 Rachlin(2006)의 사회적 거리 조절 방법과 같이 

개인 내에서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변화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객관적인 거리가 주

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으로도 적합하겠

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워킹맘의 역할갈등 상황 속 심리적 거리 조

절 조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반응 차이를 

확인하고 대안적 사고가 활성화되는 기제를 살피는 경험적 연구가 실행

됨으로써, 향후 진로상담 장면에서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으로 고뇌하는 

워킹맘을 실제적으로 돕는 자원이 축적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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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상황 파악을 잘 한다. 1 2 3 4 5 6 7

2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6 7

3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1 2 3 4 5 6 7

4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

면, 나는 통제력을 잃을 것 같

은 기분이 든다.

1 2 3 4 5 6 7

5 나는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

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편이다.
1 2 3 4 5 6 7

6 나는   원인을 단정하기 전에, 

당장 생각나지 않는 다른 정보

들도 더 찾아본다.

1 2 3 4 5 6 7

7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

도 생각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8 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7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

는 방식이 너무 많으면 버겁게 

느껴진다.

1 2 3 4 5 6 7

10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6 7

<부록 2> 사전설문지

1. 인지적 유연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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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2알

지   못한다.

1 2 3 4 5 6 7

12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각도

에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6 7

13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

는 행동하기에 앞서 다양한 선

택을 고려한다.

1 2 3 4 5 6 7

14 나는   자주, 상황을 다른 관점

에서 바라본다.
1 2 3 4 5 6 7

15 나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6 7

16 나는   원인을 찾을 때, 가능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고려한다.
1 2 3 4 5 6 7

17 나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

킬만한 힘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8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

는 멈춰 서서 그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하려

고 애쓴다.

1 2 3 4 5 6 7

19 나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0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

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

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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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앞으로 잘 되느냐 못되

는냐의 문제는 나의 능력에 달

려 있다.

1 2 3 4 5 6 7

2 내 인생의   상당부분은 우연

적인 사건에 좌우된다.
1 2 3 4 5 6 7

3 내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이다.
1 2 3 4 5 6 7

4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윗사

람을 잘 모시지 못한다면 출세

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6 7

5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

1 2 3 4 5 6 7

6 나는   세상만사가 하느님이 

정해 놓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7 자동차   사고를 당하느냐 아

니냐는 대부분 운수에 달려 있

다.

1 2 3 4 5 6 7

8 나의   의견과 윗사람의 의견

이 다른 경우, 나의 의견을 주

장할 수 없다.

1 2 3 4 5 6 7

9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출세를 하려면 재수가 

좋아야 한다.
1 2 3 4 5 6 7

2. 귀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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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2 내가   만약 자동차 사고를 당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

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1 2 3 4 5 6 7

13 내가   소원을 이루게 된다면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이다.

1 2 3 4 5 6 7

14 내가   세운 계획을 실천에 옮

기기 전에 그것이 윗사람의 생

각에 맞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

요가 있다.

1 2 3 4 5 6 7

15 내 일은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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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우미 아주머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다. 오늘따

라 나는 회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다보니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

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님께서 오셔서 늦게 둘째

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계시기로 하였다.  어머님이 겨우겨우 7

시에 맞춰서 와보시니 작은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다들 하

원한 후였고, 우리집 작은애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

었다고 한다.

  게다가 작은애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숙

제도 하지 않은채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인터넷을 하

고 있었다. 

  밤에 들어온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서, 그깟 돈 그만 벌고 집에서 애들 간수나 잘 하라고 한다. 어머

님도 나를 따로 불러서 여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 밥 먹은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데 큰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보챈다. 큰아이 연락장에는 선생님께서 아이의 

숙제를 집에서 좀더 신경써달라고 써놓으셨다.

<부록 3> 일-가족 다중역할갈등 사례

1.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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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A씨 댁 도우미 아주머니는 어느날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않으셨고, 그날따라 A씨는 회사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다보

니 둘째 아이를 하원시간에 맞춰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A씨의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늦

게 A씨 댁 둘째를 하원시켜 집에 데리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어머님이 겨우겨우 어린이집에 7시에 맞

춰 도착해 보니 작은아이의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전부 하원한 

상황이었고, A씨댁 작은아이만  덩그러니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

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학교 다니는 큰아이는 

숙제도 하지 않은채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귀가한 A씨의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

지 나서, 그깟 돈 그만 벌고 집에서 애들 간수나 잘 하라고 A씨에

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A씨의 시어머니도 A씨를 따로 불러서, 여

자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이 편안한 게 중요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 가족이 아침에 식사한 그릇도 아직 부엌에 쌓여 있는 상황

에서 A씨의 큰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보채고 있습니다. 큰아

이의 연락장에는 선생님께서 아이의 숙제를 집에서 좀 더 신경써

달라고 써놓으셨습니다.

2. 심리적 거리가 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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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피험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심리적 거리 조절을 통한 대안적 사고의 변화: 워킹맘

의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을 중심으로(가제)

연구 책임자명 : 이자명

  이 연구는 워킹맘의 다중역할갈등상황과 관련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를 둔 성인 여성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원(이자명, 

***-****-****)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

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

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

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다중역할갈등상황에서 심리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귀하는 제시된 가상의 상황을 읽고 몇 가지 설문에 답

해주시면 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를 둔 성인 여성 50여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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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참여에 앞서 인지적 유연성 및 귀인양식과 관련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약 5분 소요)

2) 역할갈등 상황이 그려진 지문이 제시됩니다. (약 5분 소요)

3) 제시된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작성합니다. (약 10

분 소요)

4) 사후 검사(인지적 유연성 및 귀인양식)를 실시합니다. (약 5분 소요)

5) 연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몇가지 질문을 작성합니다. (약 3분 소요)

6) 연구 참여후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약 10분 

소요)모든 과정은 1대1 실험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40여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실험 중 제시되는 지문은 갈등상황에 대한 것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

한다면 게임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연

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

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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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구 참여가 끝나면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심리학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자명 (***-****-****)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피험자의 비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

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은품(20,000원 상당 문화상품

권)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이 자 명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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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느 때라도 피험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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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

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 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

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

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피험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이 자 명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이 자 명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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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실험 참여자 인적사항

1. 심리적 거리 가까운 집단

번호 연령 학력 직종 자녀수(명) 자녀연령(세) 분석여부

1 31 1 2 1 2 O

2 35 1 3 1 3 O

3 36 1 5 1 1 X

4 37 1 7 1 6 O

5 33 1 3 1 5 O

6 33 1 4 1 2 O

7 35 1 4 2 4 O

8 30 1 4 1 2 O

9 36 1 5 4 3,6,9,11 X

10 35 1 1 1 4 O

11 38 1 5 1 3 O

12 33 1 4 2 4,5 O

13 32 1 3 1 1 O

14 31 1 4 1 2 O

15 30 1 3 1 3 O

16 35 1 1 1 2 O

17 34 1 7 1 4 O

18 32 1 1 1 5 O

19 33 1 1 1 9 X

20 36 1 1 2 2 X

21 31 1 1 1 2 O

22 32 1 1 1 1 O

23 37 1 1 1 5 O

24 36 2 4 1 4 X

25 38 2 5 1 4 O

26 32 2 4 1 1 O

27 35 2 3 2 2,7 O

28 35 3 7 1 3 O

29 37 3 6 1 4 X

30 36 3 1 2 5 O

31 39 3 4 1 5 O

32 36 3 6 1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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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

번호 연령 학력 직종 자녀수(명) 자녀연령(세) 분석여부

1 33 1 3 2 2,1 O

2 32 1 3 1 4 O

3 30 1 2 1 2 X

4 37 1 5 1 6 O

5 33 1 4 1 1 O

6 38 1 5 2 5 X

7 35 1 4 1 7 O

8 38 1 3 3 3(2명), 6 O

9 34 1 5 1 3 X

10 31 1 7 1 2 O

11 30 1 2 1 1 O

12 38 1 5 1 4 O

13 33 1 3 1 3 O

14 35 1 7 1 6 O

15 36 1 5 2 2 O

16 37 1 5 1 3 O

17 35 1 1 1 3 O

18 30 1 3 1 2 O

19 32 1 4 1 5 O

20 31 1 4 1 1 O

21 35 1 1 2 4 O

22 36 1 1 1 4 O

23 33 1 1 1 2 O

24 31 2 1 1 3 O

25 33 2 4 1 1 O

26 35 2 4 1 5 O

27 36 2 1 1 4 O

28 37 2 7 1 6 O

29 35 3 1 1 7 O

30 34 3 4 1 2 O

31 35 3 6 1 5 X

32 39 3 7 3 1, 8, 9 O

33 33 3 1 1 3 X

※ 학력 - 1(대졸), 2(석사졸), 3(박사졸)

※ 직종 - 1(사기업), 2(공기업), 3(금융권), 4(연구소), 5(자영업), 6(대학), 

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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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실험 진행 절차 안내 지침

1. 실험 시작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바쁘신 중에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워킹맘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는 연구 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또한 연구참여를 철회하고자 하실 경우엔 연구책임자(이자명 

000-0000-0000)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참가자분 한분한분의 응답이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실험 안내 후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정서반응체크는 다음에 

안내된 바에 따라 한다.

아래의 그림을 보고,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

을 가)나)다) 각각에서 하나씩 고르세요. 가)나)다) 각각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림을 1-7 중에 하나씩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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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거리가 먼 사례

3. 정서 반응 체크 후, 시나리오 자극을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

과 같이 안내한 후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다음은 갈등 상황에 처한 워킹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이야

기를 천천히 읽어 봅시다.

4. 다시 한번 정서반응체크 안내한다.

제시된 지문을 잘 읽으셨으면,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나의 

감정에 머물러 봅시다. 

(10초 후) 눈을 뜨십시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제시문을 읽고 느껴지는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가)나)다) 각각에서 하나씩 고르세요.

5.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를 읽도록 안내한 후, 피험자에게 시나

리오 제시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지문을 다시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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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에 대한 반응 생성안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제시된 상황에서 A씨는 

    설거지를 한다.

 .. 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A

씨는 어떤 반응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A씨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1분).

A씨는 제시 지문 속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 적어 봅시다. 

반응에는 A씨의 생각, 행동, 정서와 관련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7. 사례에 대한 귀인 응답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응답을 마쳤으면, 다시 한번 A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

문에 응답하세요.

앞서 우리는 어느 워킹맘의 갈등 상황을 읽어보았습니다. 제시된 상

황에서 A씨가 겪는 문제의 원인(내적vs외적) 및 해결의 책임이나 실

마리(내적vs외적)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찾아본 후 응답해 봅시다.

‘A’씨가 갈등 상황에 처한 다양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한 가지를 쓰십시오. 응답은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적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응답해 봅시

다. 그 요인은 외부요인입니까, 내부요인입니까. 그리고 그 요인을 해

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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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외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1에 가깝게, 

   개인 내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9에 가깝게

   V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원인 

외적(타인 및 외부요인)  1  2  3  4  5  6  7  8  9  내적(내자신)

② 해결

외적(타인 및 외부요인)  1  2  3  4  5  6  7  8  9  내적(내자신)

8. 응답을 마무리하면 사후설문 및 기타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안

내한 후, debriefing 한다.

어려운 시간을 연구에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연구

가 보다 워킹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힘쓰

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이자명)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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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거리가 가까운 사례

3. 정서 반응 체크 후, 시나리오 자극을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

과 같이 안내하고 시나리오 제시한다.

다음은 갈등 상황에 처한 워킹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이야

기 속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상황이라 상상하면서 천천히 읽어 봅시

다.

4. 다시 한번 정서반응체크 안내한다.

제시된 지문을 잘 읽으셨으면,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떠오르는 나의 

감정에 머물러 봅시다. 

(10초 후)눈을 뜨십시오.

아래의 그림을 보고, 제시문을 읽고 느껴지는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가)나)다) 각각에서 하나씩 고르세요.

5.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를 읽도록 안내한 후, 피험자에게 시나

리오 제시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지문을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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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에 대한 반응 생성안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제시된 상황에서 나는 

    설거지를 한다.

 .. 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나

는 어떤 반응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처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1분).

나는 제시 지문 속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

이 적어 봅시다. 

반응에는 나의 생각, 행동, 정서와 관련한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7. 사례에 대한 귀인 응답은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응답을 마쳤으면, 다시 한 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세요.

앞서 우리는 어느 워킹맘의 갈등 상황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읽어보았

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문제의 원인(내

적vs외적) 및 해결의 책임이나 실마리(내적vs외적)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찾아본 후 응답해 봅시다.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한 다양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한 가지를 쓰십시오. ‘내’가 앞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 생각하

고 그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었을지에 

대해 적어주세요. 응답은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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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응답해 봅시

다. 그 요인은 외부요인입니까, 내부요인입니까. 그리고 그 요인을 해

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 개인 외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1에 가깝게, 

   개인 내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9에 가깝게

   V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원인 

외적(타인 및 외부요인)  1  2  3  4  5  6  7  8  9  내적(내자신)

② 해결

외적(타인 및 외부요인)  1  2  3  4  5  6  7  8  9  내적(내자신)

8. 응답을 마무리하면 사후설문 및 기타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안내한 후, debriefing 한다.

어려운 시간을 연구에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연구

가 보다 워킹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힘쓰

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이자명)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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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as women are becoming highly educated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external activities, role conflict would 

inevitably occur between  traditional women's role at home and a 

newly emphasized role at work. Thus, understanding and effectively 

dealing with the conflict between work-family roles are becoming 

important tasks for women in their career development. In fact, 

married women in their thirties who are concerned abou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positioned at the bottom of M-shaped 

curve of women's employment. Such downward curve reflects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mothers who discontinue 

their career pursuit around that age. In contrast, highly educated 

women in Korea who hold college degrees or above actually follow 

an L-curve. This indicates that Korea's well-educated women are not 

able to come back to the labor market after their career disruption in 

their 30's. 

As such, due to the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Korean 

women's career discontinuation continues to be a problem despite 

their high-level education. Thu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emale labor force and provide support for them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highly-educated professional labor. So far, the topic of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has been examined focusing on the 

causes or related variables of role conflict or on institutional-level 

support and solutions. However, as more attention is now drawn on 

understanding and assisting married female workers at the individual 

level, directions for effective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this 

population are needed. 

Female workers inevitably experience stress from struggl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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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to situations where work-family role conflicts occur internally 

and externally.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upport 

for working mothers not only at the institutional levels but also at 

the individual level. In other words, effective career counseling is 

becoming more urgent. For this, research on the cognitive styles and 

coping mechanisms of working mothers in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s is needed. 

When a person experiences negative incidences in life such as role 

conflicts, stress is induced. By activating negative cognitive schema, 

such stress interferes with maintaining an objective and rational 

perspective on life situations. Flexible thinking is required as one of 

the strategies for solving problem situations. Such flexibility has been 

studied through topics such as resil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self-focusing, perspective expansion, and alternative interpretation 

process of cognitive therapy, etc. 

Thus, the current study sought to verify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 in activating flexible and resilient 

thinking in work-family role conflict situation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individuals maintain an objective perspective on the 

problem situation and review various possibilities by keeping a 

psychological distance from the problem situation. Also, psychological 

distancing is said to help one to avoid irrational beliefs that stem 

from being immersed in problem situations. Based on the recent 

Construal Level Theory,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is being analyzed, and research is done 

on various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 mechanisms. Likewise,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 can be thought as a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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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flexibility in perspective regarding the work-life role conflict.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investigation conceptualized 

flexibility (looking at the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without 

getting buried under the negative life incidences such as multiple role 

conflict) as ‘alternative solutions’ for problem situations. Thus, the 

current study sought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alternative solutions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 Here, ‘alternative solution’ refers to diverse perspectives 

and solution seeking on the problem situation, and it was evaluated 

through the fluency and flexibility of alternatives for the problem. 

Thus,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in alternative 

solutions according to different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s in 

work-family role conflict situations for highly educated working 

mothers. With that, the study also tested the adaptive effects of 

alternative solutions according to different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s by analyzing the attributions for the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 and the emotional change pre- and post- negative incidence 

stimulus.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1:1 situa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a participant. Upon presenting the scenario stimulus to 

the participant, the researcher checked for participant’s responses. 

The stimulus scenario used in these experiments were crea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results of 10 married female 

workers. Of four cases created, one was selected through evaluation 

of three counseling specialists. The selection criteria were degree of 

reality, flow, generality, whether the situation induces role conflict, 

whether it is understandable, and whether any working mother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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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 Then, the scenario was made into two different versions after 

adjust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distant or close) in terms of four 

dimensions (temporal, spacial, hypotheical, and social distance) based 

on the 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berman, 2010). Such 

experimental design was confirmed for validity through a pilot study. 

65 highly educated (bachelor’s degree or higher) women who 

were juggling child-rearing and work participated in this study. 11 of 

them were excluded for various reasons including failure to respond 

faithfully or not matching the experimental criteria. Thus, the results 

of 54 women were analyzed. Prior to conducting the experiment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participant 

was randomly given a situational stimulus of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with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ed to either distant or 

close. Upon consent, the participant took a pre-test. Then, the 

participant read the given scenario, and were given time to engage in 

the scenario situation by brainstorming for and reporting as many 

alternative thoughts related to the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s portrayed in the given scenario stimulus. Next, they were 

asked how they would attribute the problem situation, and told to 

report any change in emotions. Finally, there was a debriefing time of 

approximately 10 minutes. Such procedures were applied identically 

to all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developed in the 

experimental design process. 

The ideas for conflict situations collected through this process 

were evaluated for the number and diversity of alternative ideas. The 

number of ideas represents the fluency of ideas, and diversity refers 

to the flexibility of ideas. To assess the diversity aspect,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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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specialists gathered to classify participants’ alternative ideas 

into 14 different coping strategies suggested by the COPE scale 

(Carver et al., 1989). The coping strategies of the evaluated ideas were 

again analyzed statistically. Results from the attribution styles, changes 

in emotion, and pre-/post-tests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had a greater alternative idea activation compared to 

the psychologically close group. In other words,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produced a greater amount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the identical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was superior in fluency and flexibility in producing 

alternatives. Specifically,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produced a 

total of 502 alternative ideas for the scenario stimulus, with 17.97 

ideas per person (SD = 2.34). In contrast, the psychologically close 

group produced a total of 213 alternative ideas (an average of 8.19 

per person; SD = 2.25). Tes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independent t-tests, the t value came out to be –15.58,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 < 0.001 level. As for the 

diversity,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used 5.04 types (SD = 

1.17) of alternatives on average. This is greater than the 

psychologically close group who used 3.42 types on average (SD = 

1.33).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nfirm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independent t-tests (t=-4.74, p<0.001).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the tendencies in alternatives were 

also investigated.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had a higher response 

rate for problem-centered coping strategy and lower rate for 

maladaptive coping strategy than psychologically close grou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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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personal average of 83.21% were 

problem-centered coping, while it was 73.88% for psychologically close 

group. As for maladaptive coping rate, it was on average 8.89% for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and 19.08% for psychologically close 

group. Rates for emotion-centered coping were  8.07% and 7.04%, 

respectively. Such findings were all verified through independent 

t-tests, and response rates for problem-centered coping and 

maladaptive coping strategi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response rates for emotion-centered coping strategy. 

As for attribution regarding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 

psycholgoically distant group engaged in more external attribution, for 

both the causes of the problem and responsibility of solving the 

problem. The difference in the change in emotions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change in the sense of 

control.  In other words,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experienced 

smaller decrease in the sense of control than psychologically close 

group.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signific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urrent study sought to analyze the multiple role conflict 

situations of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from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alternative solutions of 

working mothers in work-family role conflict situation was confirmed 

through a variable called psychological distance adjustment.  Also, the 

study had conceptualized alternative solution as ‘diverse perspectives 

and solution seeking on the problem situation,’ and its difference was 

evaluated through assessing the fluency and flexibility in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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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Second, the study recruited actual working mothers who were 

experiencing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stressful situ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explored their coping 

strategies in order to provide information on married female 

employees who are working. Such effort enhances the generalization 

and applicability of current findings. 

Lastly, by proving an example on intervention strategy for conflict 

situations that had been relatively understudied in the field of career 

counseling, this study has expanded the understandings on counseling 

for multiple role conflict and paved the way for research. In other 

words, implications from the study can found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understanding on response styles and provides relavant 

information for counseling married female employees.

Several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was done through an artificial experimental 

situation through scenario stimulus, and does not fully reflect the 

unique individual experiences of working moms. Second, the sample 

size was small due to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one-on-one 

experiments on highly educated working mothers. Finally, as the 

work-family multiple role conflict of working mothers is a complex 

issue that stems from both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a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aspects must be made in counseling. 

The last part of the study discusses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regarding the limitation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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