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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rticipants were 2078 mothers of infant (4-10 

month) in Korea.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showed 

direct effec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at was the more mother receive social support, mother show responsive and 

warmer parenting behavior on infant.

Second, m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at was the more 

mother receive social support, the less mother experience parenting stres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responsive and warm 

parenting behavior. 

Third, Maternal depression didn't mediat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However, social support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showed direct effects on maternal depression. This research suggest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diverse social support policies and program to help mothers reduc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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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기는 사회 , 정서 , 신체  지  발달 등 여러 발달

의 역에 있어서 기 를 이루는 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 주 자․교신 자 : 문 경 (E-mail : moonyk93@naver.com)

이 시기 아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

고 발달을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기 아가 최 로 그리고 직 으로 하게 되는 미시

 환경으로서 어머니는 아와의 직 인 상호작용을 통

해 본인의 양육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향후 자녀와의 계  아동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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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 으로 주요한 향을 미치게 되다(Maccoby & Martin, 

1983). 따라서 처음으로 자녀와 계를 맺게 되는 아기 시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한 연구는 필수 이라고 본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요성에 의해 여러 학자들(Belsky, 1984; 

Moon, 200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련 

변인들의 계를 고찰해 왔는데, 이에 해 Belsky(1984)는 

양육행동은 복합 이고 역동 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부모의 

발달사, 부모의 인성, 부부 계, 부모의 직장, 사회 인 지지

체계  아동의 특성 등 부모-아동간의 계가 개되는 상황 

등이 아동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제안하 다(Moon, 2008; 

재인용). 한 Moon(2008)은 부모-자녀 련 국내학술지 논

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부모의 발달사, 부모의 인성특성, 

양육스트 스와 같은 심리  요인, 부부 계, 사회 계망, 직

장, 보육의 질, 경제상황, 문화 등의 맥락  요인, 아동의 특

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로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상으로

도 이러한 변인들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우리나라를 표하는 아동패  자료를 이용하여 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Lee(2011)는 아 변인 에서 출생순 와 모유수유여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쳐, 출생순 가 낮을수록, 모

유 수유를 할수록 정 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 으며, 

어머니 변인 에서는 양육스트 스, 자아존 감, 소득활동

여부, 정서  자녀가치, 학력이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특

성 변인 에서는 사회  지원이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이러한 여러 변인들  양육스트 스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

머니의 인지  측면과 련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양육스트 스란 자

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녀가 아기 시기인 어머니의 경우 그 

역할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요하나 어머니는 본인의 신

체  정신  사회  변화를 겪으며, 동시에 가족구조와 가족

구성원 간의 계  역할변화까지 겪는 격한 삶의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도 더 많은 양육스트 스를 겪게 된다(Song & Kim, 

2008). 실제로 우리나라를 표하는 집단을 상으로 한 한

국아동패  자료에 따르면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수 은 다소 높은 수 (Sho et al., 2010)으로 나타

나 우리나라의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양육으로 인한 

스트 스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 스는 어머니로 하여  

치 못한 양육행동을 하게 만든다(Abidin, 1990). 즉, 어머니

가 높은 수 의 양육스트 스를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권

주의 으로 통제를 하거나, 강압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양육스트 스가 낮을수록 자녀

를 합리 으로 지도하고 애정 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Moon, 2005). 한 아기 어머니를 상으로 

할 때에도 양육스트 스가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와 다양한 

유형의 신체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wak, 2004). 

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양육의 스

트 스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축하

게 하며(Mercer, 1985), 산후 우울의 정도를 심하게 하기도 하

는 등(Ahn, 2004; Kwon, 1997, Kwon et al., 2006), 어머니

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지속 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에도 

아동의 부 응이나 문제행동에 직․간 으로 향을 주게 

된다(Crinic, Gaze & Hoffman, 2005). 따라서 아동발달 연

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이기 한 방안을 상

당한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  특성  우울은 

시 나 국가, 사회에 계없이 일정한 발생빈도를 보이므로 

출산 후 어머니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표하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을 

상으로 한 Shin(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 출산 후 4개월 까지 약 27%의 어머니들이 경도에서 도

까지의 우울 기분을 경험한다고 하여(Shin, 2011), 많은 아

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역할과 활동을 재조명하

게 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출산 

직후 일시 으로 나타나는 슬 고 우울한 기분(postpartum 

blues)은 3~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호 되지만, 산후우울

(postpartum depression)은 출산 후 10일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지속되기도 한다(Kwon, 1997).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양육에 한 스

트 스가 높을 때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2004; Kim, 2004; Kim, 2007; Kwon, 1997). 한 우울한 어

머니는 잠을 못자고 쉽게 피곤해지며, 만사에 의욕을 잃는 등 

정서 으로 자녀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몰

입해 있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Crnic & Greenberg, 1985), 돌발 이며 통제 이고 과다 

자극 인 방식으로 아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수동 이고 

자극이 부족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등 (Cohn et al.,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 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러 학자들(Belsky, 1984; Kim & Kim, 2008; Lee, 



3사회  지원이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 167 -

2008; Pyun & Choi, 2011; Yang, 2010; Yune, & Oh, 2010)

은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받는 사회  지원을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우울과 같은 어머니 개인  심리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사회  지원은 필

요한 시기에 사회  연결망을 통해 자원에 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계망이나 친 한 계에 의해 제공되는 인지

된 혹은 표 된 도움 는 실질  도구  도움을 의미한다

(Lin, Dean, & Ensel, 1986). 

사회  지원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

물질  형태의 도움인 비공식  지원(Amstrong, Lefcovich 

& Unger, 2005)과 사회복지제도 는 지역사회 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  도움인 공식  지지(Stevenson, Hen-

derson, & Baugh, 2007)를 포함하며, 제공하는 도움의 형태

에 따라 정서 , 정보 , 도구 , 평가  지원으로 구분되기

도 한다. 정서  지원이란 존경, 애정, 신뢰, 심, 경험의 행

를 포함하며, 정보  지원이란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도구  지원은 일을 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의 직 인 도움을 의미한

다. 한 평가  지원이란 자신의 행 를 인정해 주거나 부

정하는 등의 자기평가와 련된 정보를 달하는 것을 의미

한다(Park, 1985). 

사회  맥락에서 제공되는 처자원으로서 사회  지원

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한 정보나 충고  양육을 한 

도구 인 원조를 해 으로써 부모의 심리  응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러

한 에서 사회  지원은 일반 으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소득층 어머니나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요한 환경  체

계로서 연구되고 있다(Cohen, & Syme, 1985; Cox et al., 

1989; Ganster & Bart, 1988; Koeske & Koeske, 1990; 

Williams, Wire, & Donald, 1990).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키며(Pyun & 

Choi, 2011; Lee, 2008).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우

울감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 Kim, 2008). 

따라서 사회  지원으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나 우울

감은 경감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한 가족 계나 배우자의 지원, 사회  계망 등의 높은 

수 의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Reis, & Linda Bennet, 1986), 아기 

어머니를 상으로 하 을 때에도, 사회  지원은 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쳐 외부로부터 사회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는 아에게 온정 이며 반응

으로 행동하 으며(Lee, 2011), 아에게 정  보상을 많

이 하며, 정서가 단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ng, 

2010).

이와 같이 아기 어머니를 상으로 할 때, 사회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서로 

한 계를 가질 것으로 측되나 수행된 부분의 연구들

이 부분 일부 변인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거나

(Lee, 2010), 일부 요인들 간의 계를 단편 으로 분석하고 

있어(Kim & Kim, 2008; Yang, 2010), 사회  환경으로서의 

사회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우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통합 으로 분석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한 기

존의 연구들은 일부 변인들 간의 상 계나 일부 변인들 간

의 계를 밝혔을 뿐 네 변인들 간의 계에 한 구체 인 

경로를 밝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항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계를 통합 으로 분석하고 

그들 간의 계의 경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들 간의 계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의 결정

요인: 과정모델에 의해 유추해 볼 수 있다. Belsky(1984)는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계에 해 기존

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양육행동의 결정요인: 과정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Belsky(1984)는 기존의 아동양육  아동학

와 련된 논문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들을 통합 으로 분석하 다. 한 Bronfen-

brenner의 생태학  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부모행동을 결정하는 3가지 역 즉, 

어머니의 심리  요인, 아동의 특성, 그리고 스트 스와 사

회 인 지원과 같은 맥락  요인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 특히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 으로도 혹은 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

하 는데, 즉,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  

향을 미치며, 간 인 향으로 사회  지원체계가 어머

니의 개인 심리 인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되어 그 결과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제안하 다. 다시 말하

자면, 사회  지원체계는 심리 으로 건강한 성인을 만들고 

그 결과 아동에게 반응 이며 엄격하지 않으며, 따뜻하고 자

극 인 양육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그 반 의 경

우에도 용될 수 있는데, 특히 심리 으로 우울한 어머니들

은 아동으로 하여  이고 거부 인 양육행동을 하며, 

그로 하여  아동의 기능에 장애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통합 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부분 아동학 에 근거

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일반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도 용하고 일반화 할 수 있다고 하여 그의 모델이 

아동학 와 같은 특정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일

반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에도 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 다. 

종합해 보면, 출생 1년 미만의 아기의 경우 여러 발달의 

역에 있어서 기 를 이루는 요한 시기이며 이시기의 

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아 

발달  성장에 가장 큰 향을 미치게 되는 아기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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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양육행동에 한 탐구는 필수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볼 

때,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어머니의 심리  특성 즉, 양육스트 스와 우울을 매개

로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를 표하는 

집단을 상으로 국  표본조사를 거친 한국아동패  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아기 어머니를 상으로 사회  지원

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해 보고

자 한다. 특히,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요인

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  맥락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  특성에 심을 두고, 

이들 간의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 으로 사회  

지원은 가족 외 사회  체계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그 과정에는 어머니의 심리  요인,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며, 사회  

지원체계가 어머니의 심리  건강성, 즉 양육스트 스와 우

울감을 감소시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와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 련된 련 변인들 간의 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인을 

심으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한 양육행동을 구

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 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에 한 가설

[가설 1]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정  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에 한 가설

[가설 2]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에 한 가설

[가설 3]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2008년에 조사

한 한국아동패 의 상자인 아(남아 1,057명, 49.2%, 여

아 1,021명, 47.5% 범  4~10개월)의 어머니 2,078명이다. 

아의 월령은 4개월이 7.2%, 5개월이 58.1%, 6~10개월이 

32.5%이며, 4개월부터 10개월의 아까지 분포되어있다. 한

국아동패 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인 시사 을 

해 각 아동과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수 의 특성을 

구조화된 설문지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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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인 2008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다. 연구 상 

아 어머니의 연령은 19~46세이며 평균연령은 만 31.3세

(SD=3.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1.2%이며, 

졸이 63.2%, 학원이상의 학력은 5.6%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1만원~300만원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

만원이 22.7%, 301~400만원이 22.1%, 500만원 이상이 7.6%, 

그리고 100만원 이하가 5.8%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어머

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 다. 

1) 사회  지원

사회  지원은 Lee and Ok(2001)의 도구와 Cho et al. 

(1998)의 도구를 기 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 다. 한국아동패 에서는 가족 외 모든 사람(시

  친정식구, 친청, 친구)와 단체( : 교회, 복지 ) 등을 

포 하는, 즉 구성원의 유형이나 지지체계에 상 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

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개념 으로 정서  지원, 도구  지원, 

사교  지원, 정보  지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정서  지원은 

개념 으로는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도구  지원은 ‘내가 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다’, 사교  지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

나 화한다.’, 정보  지원은 ‘ 요한(주택구입 등)을 결정

할 때 정보를 다’ 등과 같이 가족, 친구, 이웃 등 인 계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으로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 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다. 가능한 수 범 는 정

서  지원 2~10 , 도구  지원 3~15 , 여가  지원 3~15

, 정보  지원 2~1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사회  지원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회  지원에 한 신

뢰도는 정서  지원 .72 도구  지원 .79 사교  지원 .78 정

보  지원 .86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기 로 Kim and Kang(1997)

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 스 척도’  ‘부모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 만을 발췌하 으며, 하지 않

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척도를 구성하 다. ‘부모역할에 

한 부담감  디스트 스’ 는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 한다. 이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도구는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5 )’ 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

이며, 가능한 수 범 는 10 -5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스트 스

에 한 신뢰도는 .84이었다.

3)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Kessler et al., 2002)

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 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하여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며, 

DSM-IV에 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C, SCID)을 실시하여 정신장애군과 

비장애군을 변별하는 등 일반 으로 리 쓰이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6개 문항으로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

까?’, ‘지난 30일 동안 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

셨습니까?’의 문항을 포함한다. 이 도구는 ‘  안느낌(1

)’부터 ‘항상 느낌(5 )’ 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며, 

가능한 수 범 는 6 -50 이며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우울에 한 신뢰도는 .84

이었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해 Bornstein et al. (1996)

이 개발한 양육행동(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을 사용하 다. 한국아동패 에서는 이  사회  양육유형 

6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온정성과 반응성의 2개 요인으로 

나 었다. 각 요인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5  척도이

다. 각 요인의 수가 높을수록 온정 이고 반응 임을 의미

한다. 온정성에 한 신뢰도 Cronbach α=.72, 반응성에 한 

신뢰도 Cronbach α=.74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Amos 7.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하

다. 첫째, 연구 상의 인구학  배경을 알아보기 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

기 하여 문항들 간의 내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세째, 측정변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상 계수를 산출하 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최

우도법을 사용하기 한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 정도를 알아

보기 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을 해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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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Range Minimum Maximum M(SD)

Social Support

1. Emotional  2-10  2 10  8.31(1.43)

2. Functional  3-15  3 15 12.56(1.97)

3. Sociable  3-15  3 15 12.02(2.20)

4. Informational  2-10  2 10  8.16(1.47)

5. Maternal Parenting Stress 10-50 10 50 27.42(6.19)

6. Maternal Depression  6-30  6 30 11.68(4.22)

Maternal Parenting 

Behavior

7. Responsiveness  5-15  5 15 12.21(1.72)

8. Warmth  5-15  6 15 12.09(1.63)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sion Modeling: SEM)

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모형검증을 한 미지수와 부합지

수들의 계산은 최 우도법을 사용하 다. 합도는 합지

수가 표본크기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모델의 간명

도를 반 하는 표 카이자승을 선정하 고,  합도 

지수로는 표본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와 간명

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RMSEA값, 상  합도로는 

TLI와 CFI를 선정하 다. 한 매개 효과는 Bootstrapping

을 통해 해석하 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일반  경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일반  경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와 우울, 양육행동에 한 가능한 수범 와 수범 , 평

균  표 편차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  지

원  정서  지원의 평균은 8.31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

을 때 4.15로 높은 수 이었다. 도구  지원 12.56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4.19로 높은 수 이었다. 여가  지원은 

12.02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4 으로 높은 수 이

었다. 정보  지원 8.16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4.08

로 높은 수 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기 자녀를 둔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은 가정 외로부터 정서  지원, 도구  지

원, 여가  지원, 정보  지원을 높은 수 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27.42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2.72로 간값 2.5 보다는 다소 

높은 수 이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11.63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1.16으로 아주 낮은 수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반응성 12.21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4.07로 

높은 수 이었으며, 온정성은 12.09으로 이를 문항으로 나

었을 때 4.03으로 다소 높은 수 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 스는 다

소 높은 수 이며, 우울은 낮은 수 이며, 반응 이며 온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변인들 간의 상 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따른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정서  지원은 도구  지원(r=.74, p<.001), 여가  지원

(r=.67, p<.001), 정보  지원 (r=.63, p<.001), 양육스트 스

(r=-.19, p<.001), 어머니의 우울(r=-.19, p<.001), 어머니의 반

응성(r=.16, p<.001), 어머니의 온정성(r=.14, p<.001)과 유의

한 상 이 나타났다.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정서  지원(r=-.19, p<.001), 

도구  지원(r=-.18, p<.001), 여가  지원(r=-.19, p<.001), 정

보  지원(r=-.15, p<.001), 어머니의 우울(r=.52, p<.001), 어머

니의 반응성(r=-.33, p<.001), 어머니의 온정성(r=-.14, p<.01)과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한 어머니의 우울은 정서  지원

(r=-.19, p<.001), 도구  지원(r=-.20, p<.001), 여가  지원

(r=-.19, p<.001), 정보  지원 (r=-.16, p<.001),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r=.52, p<.001), 어머니의 반응성(r=-.22, p<.001), 

어머니의 온정성(r=-.26, p<.001)과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은 정서  지원(r=-.19, p<.001), 도구  지원

(r=-.20, p<.001), 여가  지원(r=-.19, p<.001), 정보  지원



7사회  지원이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향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 171 -

Variables 1 2 3 4 5 6 7 8

1 1

2 .74*** 1

3 .67*** .74*** 1

4 .63*** .70*** .69*** 1

5 -.19*** -.18*** -.19*** -.15*** 1

6 -.19*** -.20*** -.19*** -.16*** .52*** 1

7 .16*** .16*** .15*** .16*** -.33*** -.22*** 1

8 .14*** .15*** .13*** .15*** -.41** -.26*** .63*** 1

Skewness -.79 -.72 -.44 -.66 .13 .66 -.46 -.49

Kurtosis -.71 -.73 -.16 -.54 .05 .54 .56 .76

1. Emotional Social Support, 2. Functional Social Support, 3. Sociable Social Support, 4. Informational Social Support, 5. Maternal 

Parenting Stress, 6. Materal Depression, 7. Maternal Parenting Behavior-Responsiveness, 8. Maternal Parenting Behavior-War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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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s

(r=-.16, p<.001), 어머니의 반응성(r=-.22, p<.001), 어머니의 

온정성(r=-.26, p<.001)과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응성은 정서  지원(r=.16, p<.001), 도구  지원(r=.16, 

p<.001), 사교  지원(r=.15, p<.001), 정보  지원 (r=.16,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r=-.33, p<.001), 어머니의 

우울(r=-.22, p<.001), 어머니의 온정성(r=.63, p<.001)과 유

의한 상 이 나타났다. 

즉, 사회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 스를 덜 

느끼며, 우울감을 덜 느끼며, 아에게 반응 이며 온정 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머니가 양육

스트 스를 덜 느낄수록 어머니의 우울감은 낮으며, 아에

게 반응 이며 온정 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우울감을 덜 느낄수록 아에게 

도구 이며 온정 인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정서  지원, 도구  지원, 

여가  지원, 정보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우울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두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변인들 간 계의 탐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측정변인에 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1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가 최 우도법을 사

용하기 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모형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서 측

정모형을 검증하 다. 사회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 4개의 잠재변인들이 

모형이 포함되었다. Amos 측정변인의 검증을 해서는 잠

재변인 하나에 2개 이상의 측정변인이 필요하나 본 연구의 

양육스트 스와 우울이 하 요인이 없는 단일요인들인 계

로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두 개의 꾸러미에 무작 로 배치

하여 임의의 2개 하 요인을 만들었다. 측정모형의 합도

를 검증해 본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경로 계수는 모두 유의미하 으며, 측정모형의 합도는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X
2
=81.159, RMSEA=.029, CFI=.995, 

TLI=.991). 

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

과 그 과정에서 양육스트 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 다.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하여 모델에 한 합도 지수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연구모형은 표 카이자승치는 2.799, 

RMSEA는 .029, NFI는 .993, CFI는 .995, TLI는 .991로 합

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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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df NFI CFI TLI RMSEA 95% CI for RMSEA

81.159 29*** .993 .995 .991 .029 .022 .036

***p < .001

Table 3.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Paths Regression Weight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S.E C.R

Path 1 -.630 .108 .03 4.143***

Path 2 -.630 -.234 .07 -9.005***

Path 3 -.191 -.480 .01 -13.241***

Path 4 -.187 -.101 .04 -4.620***

Path 5 -.011 -.004 .02 -.131

Path 6 .391 .568 .02 23.345***

Path 1 :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2 :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Stress

Path 3 : Maternal Parenting Stress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4 : Social Support → Maternal Depression

Path 5 : Maternal Depression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ath 6 : Maternal Parenting Stress → Maternal Depression

***p < .001 

Table 4.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of Research Model 

Effect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Bootstrap 

percentile

Direct

1 .094** .026  .054, .145

2 .-212** .024 -.680, -.454

3 -.477* .033 -.215, -.164

4 -.090** .021 -.220, -.095

6 .566** .019  .362, .418

Indirect
7 -.210** .024 -.266, -.173

8 .106** .021  .084, .133

* Bootstrap Estimate는 standardized된 자료임. 

* Path 7: Social support → Maternal Depression

Path 8: Social support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 < .05, **p < .01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 화 계수는 <Figure 2>  <Table 

4>와 같다. 

연구모형과 련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사회  지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 경로, 사회

 지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로의 직 경로, 어머니

의 양육스트 스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 경로, 

사회  지원에서 어머니의 우울로의 직 경로,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로의 직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어머니의 우울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직 경로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에 한 연구가

설을 다음과 같이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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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7***

-.10***

-.23***

.11***

.57***

-.48***

-.01

Social Support

.83***Functional

Sociable

Emotional

Informational

.79***

.89***

.81***

.73***

.86***

Responsiveness

Warmth

Maternal 

Parenting Behavior

R
2
=.27

Parcel 1 Parcel 2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cel 2Parcel 1

.90*** .84***

Figure 2. Summary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Variances & Model Fit of Research Model

첫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정  향을 미

칠 것이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사회  지원이 많을수

록 어머니는 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매개로 하

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지

지되었다. 즉,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부  

향을 미치며,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낮아지며 그 결

과 어머니는 더욱 반응 이고 온정 인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able 4>와 같이 사회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

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검증하기 해 Bootstrap 검증을 수행하 으며, 분석결과

를 <Table 5>에 제시하 다. 

먼 , 사회  지원이 양육스트 스를 거쳐 어머니의 우울

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266 ~ -.173)로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  지원에서 양육스트 스를 거쳐 어머니

의 양육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 보면 95% 신뢰구간이 

(.084~ .13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도 수  5%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4)가 제안한 양육행동의 결정 요

인: 과정모델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맥락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  특성에 

심을 두고,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

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사회  지원이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와 우울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지원이 어머니

의 행동에 향을 미쳐 사회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들이 

아에게 정 인 보상을 많이 하며 정서가 단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Yang(2010)의 연구  사회  지원을 많

이 받는 아 어머니들이 반응 이며 온정 으로 행동하

다는 Lee(2011)의 연구와 일 한 결과이다.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맥락  요인으로 사회  지원

을 꼽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에도 친척, 이웃, 

친구 등 배우자 이외의 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  지원

은 어머니가 한 양육행동을 하도록 돕는 요한 사회

인 환경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포함된 

애정, 신뢰, 심 경험 등을 나눔으로서 어머니를 정서 으

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며, 일을 신하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등의 

도움, 어머니의 행 를 인정해 으로서 어머니가 스스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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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평가하도록 돕는 등의 사회  지원은 아와 직

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로 하여  아에게 하게 

반응하고 온정 으로 하도록 하는 데에 정 인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매개로 어

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는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감시켜 그 결과 어머니로 하여  아에게 하게 

반응하고 온정 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외부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을수

록 자녀양육에 의한 일상 인 스트 스를 게 받으며 부모 

역할에 한 부담감을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Baker-Ericzen et al., 2005; Kirham, 1993; Lee, 2008; 

Singer et al., 1999; Yune & Oh, 2010)  높은 스트 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부 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Abidin, 1990; Kim & Moon, 2005; Kim & Kwak, 

2004)과 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사회  지원은 빈곤이

나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의 심리

 건강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반 어머니를 상으로 

할 때에도 심리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기 시기 어머니의 경우 가족구조와 가족

구성원 간의 계  역할변화까지 겪는 격한 삶의 변화와 

처음 경험하는 양육의 경험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도 더 많

은 양육스트 스를 겪게 된다는 에 근거해 볼 때(Song & 

Kim, 2008), 어머니가 가정 외부로 받는 정서 , 도구 , 사

회  정보  지원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를 경

감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  특성을 꼽고 있으며, 특히 

사회  지원이 어머니의 심리  특성에 향을 미치며, 어머

니의 심리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  지

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에 의해 

연결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Belsky(1984)의 양육행동의 결정

 요인 가설을 경험 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사회  지원은 어머니의 우울에 향을 미치

나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외

부로부터 사회  지원을 받을수록 산후 우울 정도가 낮게 나

타났다는 연구결과(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1)  사회  지원이 어머니들의 우울 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Chun, & Ok, 2011; Kim & Kim, 2008; Lee, 2008)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우울

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입해 있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따듯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Crinic and 

Greenberg(1985)의 연구, 우울한 어머니들이 돌발 이며 통

제 이고 과다 자극 인 방식으로 아와 상호작용을 하거

나 수동 이고 자극이 부족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부 한 방식으로 아와 상호작용하는 등 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한 연구들(Cohn et al., 1986; Field et 

al., 1990; Malphurs et al., 1996),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

와 아를 상으로 하 을 때, 산후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

니들이 낮은 어머니들 보다 덜 정 이고 침해 인 반응을 

하 으며 이에 아도 덜 반응 이고 덜 정 인 반응을 보

다는 Lee et al.(2011)의 연구, 우울 성향이 높은 어머니들

이 꼬집기나 거친 상호작용을 하 다는 Kim and Kwak의 

연구(2005)와도 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가 본 연구와 일 하지 않은 것은 

아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 차이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Lee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일반 어머니를 상으로 하 으

나, 아 어머니의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

교하 고, 우울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정서가 낮고 

침해정도가 심하며 칭찬과 주의집 , 발달  민감성 등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상 분석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과 온정성과의 계는 나타났으나, 어머니

의 우울 정도가 5  기 으로 1.16으로 아주 낮은 수 이었

다. 따라서 일반 어머니들을 상으로 하 을 때 낮은 수

의 우울 정도로 인하여 어머니의 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사회  지원,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양육행동이 

연결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에 향을 미치

고 있는 사회  지원, 양육스트 스 각각의 향력  그 

요성을 확인하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Figure 2>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β값을 심으로 해석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는 양육스트 스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양육스트 스가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어머니의 양

육스트 스는 어머니의 우울에도 향을 미치고 있어 어머

니의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

들(Kim & Kwak, 2005; Lee et al., 2001)을 통해 볼 때 어머

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나아가서는 아의 발달에 

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변인이라고 본다. 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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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우울은 양육스트 스  사회  지원으로 인해 향

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 스에 의해 경

감되거나 혹은 악화될 수도 있으며, 가족 외의 친구나 친척 

등으로 받는 다양한 지원책에 의해 어머니의 우울 정도가 경

감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역시 사회  지원에 의해 향을 받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가족 이외 친구나 친척 등으로 받는 다양한 지원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 외 친척이나 친구, 

사회복지 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정서 인 도움과 양육에 

한 정보, 경제 인 지원들은 어머니의 심리  건강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행동, 나아가서는 아의 건강  복지까지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지원을 확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어머니의 정

신건강을 돕고 아의 발달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를 들어 어머니와 아를 한 아이돌보미 보 , 양육수당 

등의 양육지원을 확 할 수 있는 정책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

육스트 스를 경감시키는 국가 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 스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  지원책의 마련

으로 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스

와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로그램 역시 양육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즉, 어머니 상 재 로그램이나 양육지식을 달해 

 수 있는 부모교육 로그램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아

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 인 연구와 확

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근거로 후속 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

육변인을 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

하 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아의 개인  변인이 향

을 미칠 것으로 측되나 아의 개인  변인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아의 성이

나 출생 후의 경험, 기질 등 아의 개인  변인에 의해 직

인 향을 받을 것으로 측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

의 개인 인 다각 인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해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 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행동에 해 찰을 통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0개월 미만의 

아발달에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과 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우리나라 어머니와 

아를 표하는 집단을 상으로 탐구하여, 아 발달  

아 어머니에 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아의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  요인과 어머니의 심리  특성에 

해 통합 으로 분석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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