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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생1,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디자인 박사과정생3,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4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VID-19-related stress, parental efficacy, and 
cognitive flexibility on depression of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to examine a moderated 
mediation model.
Methods: Data on cognitive flexibility, parental efficacy, COVID-19-related stress, and depression were 
collected from 441 working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school-aged child using the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 (CFI)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COVID Stress/Disruption, an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s.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version 4.0.
Resul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COVID-19-related st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depression in working mothers, which was mediated by parental efficacy.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further indicated that this indirect effect varied depending upon the mothers’ sense of control 
a sub-factor of cognitive flexibility. Therefore, when mothers perceived they were unlikely to exercise 
any control over cha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ir parental efficacy exerted a greater 
mediating effect.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interventions reducing COVID-19-related stress and increasing 
parental efficacy could alleviate depression among working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Furthermore, cognitive interventions could be effective in helping those working mothers experiencing 
a low level of parenting efficacy due to COVID-19-related stress to perceive the demanding situation as 
within their control.

Keywords : COVID-19-related stress, working mothers, parental efficacy, depression, cognitive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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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

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심

각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다른 

바이러스 전염 상황과는 달리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과 빠

른 전파속도, 무증상 감염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

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220여 개 국가로 급속하게 확산

되었고,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광범위한 미디

어 보도는 감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Wang, 

Wang, Ye, & Liu, 2020). 국내에서도 2020년 1월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재택근

무가 증가하고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등 사

회적 접촉이 급격히 제한되고 개개인의 일상에 전례 없는 변

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 비대면과 방역수칙을 중심으로 생활이 개편되

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일상의 변화는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변화가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효과적으

로 대처가 어렵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확

산 이후 시행된 Gebhard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로 인해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

으며, 국내에서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2)의 2021년 코

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21년 4분기에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18.9%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

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비해 5배가량 증

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lbert, 

2021).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가정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가

정 밖에서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이 감소하면서, 어머니는 가

정 내에서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돌봄, 학습지원 등 자신과 자

녀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상황

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Tchimtchoua Tamo, 2020; Wade 

et al., 2021).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온

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녀의 학력 저하, 사회성 발

달,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Choi, 2022),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Yamamura & Tsustsui, 2021). 또한 최근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전면 대면 등교가 시행된 바 있었으

나 한 달여 만에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함에 따라 등

교 방침이나 방역지침에도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 내에서 학부모 스스로 교육부와 학교의 방

역지침을 확인하고 자녀의 등교 여부까지 관리해야 하는 역할

까지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들이 경험하게 되는 역할 

과중은 특히 취업모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21). 2020년 10월 기준 맞벌

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216만 4천 가구로 유

배우 가구 중 51.1%를 차지하며, 맞벌이 가구 중 7세에서 12

세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둔 가구는 74만 1천 가구로 전체 유

배우 가구 중 절반이 넘는 53.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남성들의 가사 분담 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S. 

Heo & Kim, 2019; Joo, 2022). 코로나19로 인한 기혼 성인 남녀

의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한 Yoo, Joo, & Kim (2020)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스트

레스 상황에서 여전히 남성은 가족의 주 생계부양자이며 여성

은 가사와 자녀 돌봄의 주체라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기혼 

성인 간에 암묵적인 합의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은 재택근무와 비대면 온

라인 교육의 증가로 일과 가족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하여 

두 영역 내 역할 갈등이 가중된 취업모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Yoo et al., 2020). 실제로 2020년에 실

시된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남녀 모두 재택근무자가 비 재택근무

자보다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 돌

봄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13.04%, 

10.87%로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2.13%, 0%라고 응답한 남성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ang et al., 2021). 이러

한 결과는 과거보다 남성들의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 시간이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녀 양육과 가

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고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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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유

발된 스트레스는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령

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울을 

야기하는지 그 과정을 규명하여 이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중재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Pearlin과 Schooler (1978)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

르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우울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개인

의 심리적 특성이 그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데 어린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

리 내적 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양육효능감은 Bandura (1977)가 제안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부모 역할에 적용한 것으로서 자

녀 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업들을 구조화하고 수행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나 판단을 의미한다(de 

Montigny & Lacharité, 2005).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처한 상황

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업의 변화, 가족관계나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가족 스트레

스 요인이 중첩될 경우 저하될 수 있다(Yeung & Chan, 2011). 

또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이를 현 사회상황에 적용해본다면,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

족의 경제적 · 직업적 상황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패턴이 개인

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특히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취업모의 경

우 코로나19로 인해 과중한 역할까지 부여받게 되면서 자신

이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양육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양육효능감은 개인의 감정 

반응과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Bandura, 1997), 양

육효능감이 저하된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

적으로 평가하여 무가치감과 무력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

이 처한 상황을 실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효율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Sharma & Kumra, 2022). 정리하면 중첩된 가족 스트

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

(Dunning & Giallo, 2012; Suzuki, 2010)과 양육효능감이 우울

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O’Neil, Wilson, Shaw, 

& Dishion, 2009)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매개 경로를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정신건

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지적 

유연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Pakenham et al., 2020). 인지적 유

연성이란 새롭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 처리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으로(Cañas, Quesada, Antolí, 

& Fajardo, 2003),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

권과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연한 자세로 새로운 상

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확신을 의미한다(Martin 

& Rubin, 1995). 인지적 유연성은 자신이 직면한 복잡하고 어

려운 상황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능력에 해

당하는 통제(control) 하위요인과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안해내는 능력인 대

안(alternatives)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Dennis & Vander Wal, 

2010). Pakenham 등(2020)에 따르면 사고가 유연한 사람은 주

어진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자

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재평가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선

택하는 반면, 유연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경직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팬데믹 동안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어려

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

이 경험하는 상황에 적용해본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양육효능감이 저하되

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문제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융통성 있게 판단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자발성과 유연함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Martin & Rubin, 1995), 주어진 상황에서 본

인이 양육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해결책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통제 가능한 부분

을 자각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과 요구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취업모에 비

해 낮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Fu & Chow, 

2017). 이처럼 취업모의 인지적 유연성 수준은 높은 스트레스

로 인해 저하된 양육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 시간과 학습지원 요구가 높은 연령인 초등학교 1학년

부터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적어도 1명 이상 있는 취업모



Kim, Jang, Lee, and Park   322

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서 양육효능감과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

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팬

데믹 상황에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우울이 심화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상담 개입 및 예방 중재 방안을 제

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

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문제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

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Figure 1. Research model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12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재학 중인 자녀를 최소 1명 이

상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 44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학령

기 아동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자기통제 수준이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부모의 지도 감독과 

돌봄이 상당히 요구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

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취업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40

대가 248명(56.2%), 30대가 190명(43.1%), 20대가 3명(0.7%)

으로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자녀 수는 1명(26.8%) 

또는 2명(60.3%)인 경우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자녀가 3명인 경우는 55명(12.5%), 4명인 경우는 2명(0.5%)

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 이상(50.1%)이

었고 이어 전문대 졸업이 101명(22.9%), 대학원 이상이 63명

(14.3%), 고등학교 졸업이 55명(12.5%)을 차지하였다. 다음

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는데 많은 순

서대로 650만 원 이상이 164명(37.2%), 550만 원 이상∼650만 

원 미만이 88명(20.0%), 450만 원 이상∼550만 원 미만이 86명

(19.5%), 350만 원 이상∼450만 원 미만이 52명(11.8%), 25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이 29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근무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 취업(77.3%)이 시간제 취

업(22.7%)에 비해 훨씬 많았고 주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 351명(79.6%)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직장 근무

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56명(12.7%), 재택근무만 하

는 경우가 34명(7.7%)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Wade 등(2021)이 코로나19와 관

련된 다양한 스트레스 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OVID 관

련 스트레스 척도 (COVID Stress/Disruption)를 본 연구자들과 

이중 언어 사용자가 이중으로 역번역을 시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직업 및 

교육,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및 일상에서의 변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렇지 않
다(1점),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한다. 문항 예시로는 “가계 소득이 상당 부분 (10% 이상) 감소

하였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사(예: 자녀 양육과 돌봄, 학

습지원, 가사노동 등)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자녀들을 다루

기가 더 힘들어졌다.” 등이 포함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

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o와 Yoo 

(2012)가 번안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

인관계의 4개 요인을 포함하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분이 우울했다.”,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1점(전혀 없었다; 1일 미만)에서 4점(대부분 있었다; 
5∼7일)까지 4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Parental Self-efficacy 

COVID-19-related  
Stress Depression 

Cognitive Flexibility 



323  The Effects of COVID-19-Related Stress on Depression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며 에너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Shin (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Gibaud-Wallston

과 Wandersman (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9개 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

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4개 문항, 부모 역할에 관

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

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에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자

신이 없다.”,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

머니가 부모로서 높은 효능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3로 나타

났다.

인지적 유연성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인지적 유연성은 Dennis와 Vander Wal 

(2010)의 인지적 유연성 척도 (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를 

S. Heo (2011)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안

적 설명과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대안

(alternative) 하위요인 11개 문항과 자신이 직면한 복잡하고 어

려운 상황을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통제(control) 하위요인 8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9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고, 6개 문항(2, 

4, 7, 9, 10, 16번)은 역채점 문항에 해당한다. 대안 하위척도의 

총점은 11점에서 55점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안적

인 설명과 해결책을 인식하고 고안하는 능력이 높음을 시사한

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등이 포함된다. 통제 하위척도의 총

점은 8점에서 40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

낸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

복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는 대안 하위척도의 경우 Cronbach’s α .90, 통제 하위척도의 

경우 .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IBM Co., Armonk, NY)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0 (Hayes, 2017)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

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version 4.0 프로그램의 Model 4를, 양육효능

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는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

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14번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연구대상의 자녀 수(1∼4

명)와 가구소득(150만 원 미만∼650만 원 이상), 근무환경(직

장에서 근무, 재택근무, 직장근무와 재택근무 병행)을 통제변

인으로 투입하였다. 

Results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 우울

의 각각 총점 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양육효능감,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두 하위차원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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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

한 스트레스가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정

적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70, p < .001). 또한 코로

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β = -.23, p < .001), 양육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β = -.61, p < .001). 

즉,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양육효능

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

과가 가지는 유의성 수준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구

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취

업모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양육효능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서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Score range M (SD)
COVID-19-related stress 25∼75 41.59 (  7.77)
Parental self-efficacy 16∼80 41.77 (  5.62)
Cognitive flexibility
   Alternative 11∼55 41.49 (  5.87)
   Control  8∼40 25.76 (  5.03)
Depression 20∼80 42.12 (10.30)
Note. N = 44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1. COVID-19-related stress -

2. Parental self-efficacy  -.31*** -

Cognitive flexibility
 3. Alternative .06  .25***
 4. Control   .31***  .52***    .22***
5. Depression   .64*** -.50*** -.01   -.55*** -

Note. N = 441.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

Path β SE t
95%

LLCI ULCI
COVID-19-related stress → Depression  .70 .05 14.42***  .60  .79
COVID-19-related stress → Parental self-efficacy -.23 .03 -6.86*** -.30 -.16
Parental self-efficacy    → Depression -.61 .07 -9.40*** -.74 -.49
Note. N = 441. 
***p < .001.

Table 4 
Bootstrapping Outcome of Indirect Effect of Parental Self-efficacy

β SE
95%

LLCI ULCI
Indirect effect .14 .03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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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able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지적 유연성 중 대안 하위요인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에서 대안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의 경우에는 양육효능감과 통

제의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β = .03, 

p < .05),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의 증가분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R2 = .01, p < .05). 이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

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영향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결과, 통제 하위요인의 모든 수준에서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 크기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의 수준이 높을 경우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우울 

간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 PROCESS macro의 14번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앞서 검증한 인지적 유연

성의 조절효과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인지적 유연성의 통

제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Table 7에 제시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

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β = -.23, p < .001), 양

육효능감과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의 상호작용항

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3, p < .05). 이어 조절변인인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

인의 수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거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

인의 모든 범위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

과가 통제 하위요인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즉,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려운 상황

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스

트레스로 인해 낮아진 양육효능감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Alternative)

Variables β SE t
95%

LLCI ULCI
Parental self-efficacy (A) -.96 .08 -12.47*** -1.12 -.81
Cognitive flexibility-alternative (B)  .23 .07  3.04**   .08  .37
A × B  .00 .01  .13 -.02  .02
Note. N = 441. 
**p <. 01. ***p < .001.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Variables β SE t
95%

             LLCI    ULCI
Parental self-efficacy (A) -.55 .08 -6.77*** -.71 -.39
Cognitive flexibility - control (B) -.79 .09 -8.60*** -.97 -.61
A × B  .03 .01 2.33*  .01  .05

Conditional effect β SE t
95%

LLCI ULCI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1SD (-5.04) -.70 .11 -6.68*** -.91 -.49
Mean -.55 .08 -6.77*** -.71 -.39
+1SD ( 5.04) -.40 .10 -3.96*** -.60 -.20

Note. N = 44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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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코

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양육효능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

적 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이 부과되는 다양한 돌봄 업무와 역할들을 취업모 스

스로 모두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다 수행하지 못할 때 부

모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낮은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스트레

스 과정 모델(Perlin et al., 1978)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심리 내적 특성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에

게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낮게 자각하는 것이 우울을 설

명하는 주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모

들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취업

모의 양육효능감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취업모들이 역할 과중으로 인해 경험

하는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실제적인 제도와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 돌봄 서비스, 가족 돌봄 휴가, 재가 

돌봄 서비스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여 이러한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

록 돕는다면, 학령기 자녀에 대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 등

이 실제로 가능해짐에 따라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모들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im & 

Joo, 2021).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변화와 이로 인한 돌봄

과 학업 지원 역할의 증가는 개인이 사전에 대비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변화에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스

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Cénat et al., 2021). 따라서 학령기 자

Table 7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Path β SE t
95%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Parental self-efficacy 
   COVID-19-related stress -.23 .03 -6.86*** -.30 -.16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COVID-19-related stress  .64 .05 14.00***  .55  .73
Parental self-efficacy (A) -.36 .07 -5.22*** -.50 -.23
Cognitive flexibility - control (B) -.62 .08 -8.03*** -.77 -.47
A × B  .03 .01 2.48*  .01  .05
Note. N = 441. 
*p <. 05. ***p < .001.

Table 8 
Conditional Indirect Effec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β SE
95%

LLCI ULCI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1SD .11 .03 .07 .17

M .08 .02 .05 .13

+1SD .05 .02 .01 .10

Figure 2.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ID-19-related 
stress, parental self-efficacy, and depression.

Parental Self-efficacy 

COVID-19-related  
Stress Depression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23*** 

.64*** 

-.3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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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양육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

과 비대면 학습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와 지원을 활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

련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이 활용 가능한 제도와 자원을 어떻

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모들이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이것이 곧 우울로 이어지지 않도

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개입

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역할 과

중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양

육자로서의 자신의 노력과 강점을 인지하고 자각하게 돕는 개

별 혹은 집단 양육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이들의 양육효능감

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울을 예방하는 중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능감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이전의 성공 경험을 지각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에 초점

을 둠으로써 변화 가능한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인 요

인임(Bandura, 1997)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자신이 부모로

서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자각하고 상담사

와 집단원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하는 부모 

대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Mouton, Loop, Stiévenart, & Roskam, 

2018)이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예방하고 중

재하는 구체적인 개입의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은 양육효능감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인

지적 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부모로서 낮은 효능감을 경

험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 가능한 것으

로 여긴다면 우울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

이다. 우울을 야기하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식하여 무력감

을 경험하는 것(Song & Vilares, 2021)이므로, 낮은 양육효능감

을 보고하는 부정적인 자기 평가 상황에서도 만약 자신의 부

정적 감정을 재평가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스스로 통

제 가능한 영역을 인지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면 이는 우울의 수준을 경감시키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는 낮은 양육효능

감을 경험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적 통제감에 대

한 개입을 시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Hayes 등(1996)에 따르

면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을 인지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각하는 유연한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방어기제 없

이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상황에 대한 수용을 

기반으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통제감을 경

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수용과 유연한 사고의 증진

을 강조하는 인지적 개입이 취업모의 인지적 통제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수용 전념 치료(Hayes, Luoma, Bond, Masuda, & Lillis, 2006)

를 기반으로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수용하게 하는 개입을 실시하거나, 

부정적으로 경직된 사고 방식에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어 자

신이 처한 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마음챙김

(mindfulness) 상담(Langer, 2005)을 통해 취업모가 양육자로서

의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이미 역할을 잘 수행하

고 있는 부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양육효능감

이 낮은 취업모들의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

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Coto-Lesmes, Fernández-Rodríguez, & 

González-Fernández, 2020; Yoo, Lim, & Kim, 2017). 

한편 인지적 유연성 중 대안 하위요인의 경우에는 조절효

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설명과 해결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은 코

로나19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이 역할 과중을 경험하는 취업모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역할 과중을 경험하는 취업모의 경우 예

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고안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대안 역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또 하나

의 역할 혹은 업무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Yoo, Lim, & Kim, 

2017).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고 인식하는 것은 취업모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역할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

재한다(Noh, Han, & Yoo, 2012). 이와 같은 경우 낮은 효능감

과 무가치감으로 인한 부정적 사고를 조절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보다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통제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이 우울로 가는 영향을 완

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유

연성의 대안과 통제 하위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두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영

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Jeong & Hyun, 2017; Lee &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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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에 불과하므로 추후 두 하위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

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지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

를 양육하는 취업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낮을 수 있

다. 본 연구대상은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도권 

거주 어머니들로서 온라인 환경에 높은 접근성을 지닌 사회경

제적 지위, 즉 높은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진 대상들에 편

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학령기 자

녀를 둔 취업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여러 지역의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Wade 등(2021)의 척도는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국

내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구체적인 변화들, 예를 들어 코

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가계 소득 감소 현황이나 비대면을 통

한 학교 수업 진행 등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스트레

스 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

서 많은 스트레스와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는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들

의 양육효능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들의 우

울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취업

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구조를 밝힘으로써 팬

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우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이는 코로나19처럼 예측하지 못한 삶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

오는 상황이 발생할 때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어

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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