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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mother and infant related factors that influence child-care stress among the moth-
er of newborn infa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
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data survey was conducted with 957 conveniently selected  
mothers of infants when they visited a public health center in Seoul to have their children immunized. Results: The average item 
score for the Childcare Stress Inventory was 38.03, for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9.31 and for the Degree of 
Bother Inventory, 23.42. The CSI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EPDS (r=.44, p<.001) and DBI (r=.40, p<.001). Also these two 
variables explained 30.0% of CSI in infants’ mothers. Conclusion: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bout postpartum mothers’ child-care stress and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interventions based on 
community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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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가족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같은 성장과 발달과정

에서 긍정적,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족생활의 발

달적 맥락에서 출산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예상되는 스트레스로 이해될 

수 있다(Cho & Yang, 2001). 특히 여성은 출산이라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환과 함께 육체적·정신적인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기

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활동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

담과 책임감을 안겨주기도 한다(Cho & Yang, 2000). 그중 산후 초

기는 사회 심리적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 산

모의 심리적 변화는 산모뿐 아니라 영아기 아동에게 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Choi & Oh, 2000),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눈물을 흘리거나, 실망감, 유아에 대한 적응 부족, 불면

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산후 우울을 경험 하게 된다(Cho 

& Yang, 2001). 이러한 산후 우울은 여성의 모성적 역할에 좋지 않

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로 여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영위하고 있는 삶의 전체 맥락에 걸쳐 서로 얽혀 있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Kim, 2003). 또한 대부분의 산모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중요성과 중재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소 소재 일부 정신

보건센터와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질환에 산후 우울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질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 행동양식, 또는 영

아의 정서적 반응으로 이후 성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데(Han & Bang, 

2000), 이러한 아기 기질은 어머니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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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기 기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며(Lee, Kang, Park, Hwang, & Moon, 

2003), 산후 6주 이내의 아기의 기질이 어머니의 역할긴장과 산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i, 1996). 

또한 어머니는 타고난 아기의 기질적인 특성과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Seo, 2004), 이러한 

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장기간 지속되면 어머

니로서의 역할 수행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의 문제 행동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

령기 아동과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고 이

를 중재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Lee & Park, 2005; 

Shin & Kim, 2010). 또한 영아기의 경우 산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

레스와 산후 우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Kwon, Kim, Kim, & Jang, 2006), 모자보건의 통합적 접근측면에

서 성장발달 초기단계인 12개월 미만의 영아기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양육 스트레스 예측요인을 찾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대상 어머니가 지각한 산후 우

울 및 아기 기질을 파악하고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 및 행동발

달뿐 아니라 모자녀 애착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되는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첫째, 대상자가 지각한 산후 우울,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 정

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가 지각한 산후 우울,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가 지각한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이 양육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산후 우울정도,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

를 확인하고, 이 변수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D보건소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방문한 어머니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자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초기단계인 0에서 12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다. 대상자 선정은 편의표출법을 사용하였으

며, 1,000명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준 뒤 회수된 9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 보조자가 연구 목적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대상자가 직

접 작성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 도구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의 측정은 Cutrona와 Troutman (1986)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Childcare Stress Inventory, CSI)를 번안하

여 Kim (2003)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스트

레스를 주었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각 문항의 일이 각 개인에

게 스트레스가 되는 정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은 16점에

서 80이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산모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산후 우울

산후 우울은 Cox, Holden과 Sagovsky (1987)가 개발한 Edin-

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s (EPDS)를 Lee, Cho, Kim과 Lee 

(2001)가 번안하고 Kim (2003)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

구는 만족할만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 간단하고 효율적인 자

가 측정 보고서로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Cox et al., 1987).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주 동안 대상자가 느낀 감정

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도구의 각 문항은 0점

에서 3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0점에서 30이 되고, 점수

가 높을수록 산후 우울이 심각하다고 해석하게 된다. 측정된 점수

의 총점이 0-8점인 경우 우울이 없는 것으로, 9-12점은 중 정도의 

우울이 있는 것으로, 13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이 있는 것을 의미한

다(Cox, Murray, & Chapman, 1993). Kim (2003)의 연구에서 Cron-

bach’s α=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1이었다.

아기 기질

아기 기질의 측정은 선행연구의 도구를 기초로 Bai (1996)가 수

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총점은 10점에서 40이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산모는 아

기가 순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Bai (1996)의 연구에서 Cron-

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71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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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양육 스트레스, 산후 우울, 아기 기

질을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산후 우울, 아기 기질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가 지각한 산후 우울, 아기 기질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1.6세였으며 대상자 

자녀의 월령은 평균 5.37개월이었다. 가구 전체 소득의 평균은 월 

449만 원이었고, 평균 결혼 기간은 4.3년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02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대부분(83.2%)

이 부부와 자녀만 사는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50.6%, 49.4%로 비슷하였다. 현재 영아 분만방법은 

정상 분만이 68.5%였고, 제왕절개 방법이 31.5%였다(Table 1). 

대상자의 산후 우울,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

대상자가 지각한 산후 우울,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산후 우울 정도는 평균 9.31점으로(SD=4.67) 

나타나 경한 정도의 우울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아기 기질 정도는 

평균 23.42점이었다(SD=3.75). 또한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16-80

의 범위 내에서 38.03점이었다(SD=9.73). 

대상자의 산후 우울, 아기 기질,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인식한 양육 스트레스는 산후 우울(r= .44, p< .001) 

및 아기 기질(r= .40, p< .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상자의 산후 우울이 심하고 아기 기질이 까다로울수

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 또한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도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18, p< .001) (Table 3).

대상자가 인식한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조사 변수인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관분석결과 대상 독립

변수의 상관계수가 0.8 미만(r= .40-.44)으로 나타나 두 요인 모두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96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범위는 1.034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multi-

collinearity)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94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

귀모형 적합도 F값은 194.7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001), 

회귀식의 R2값은 .3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30.0%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 중재방안 마련을 

위해 어머니측 요인인 산후 우울과 영아측 요인인 아기 기질을 파

악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mother, year) 31.6±3.73
Age (infant, month) 5.37±1.89
Monthly income (won) 4,491,000±958.34
Marriage period (year) 4.3±3.04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235 (25.1)

College 200 (21.3)
Over university 502 (53.6)

Type of family Nuclear family 766 (83.2)
Extended family 155 (16.8)

Gender of child Male 480 (50.6)
Female 469 (49.4)

Type of delivery NSVD 651 (68.5)
Cesarian section 300 (31.5)

NSVD=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

Table 2. Level of Postpartum Depression, Infant Temperament, Child-
care Stress of Participants (N=957)

Variables Mean±SD Min Max

Postpartum depression 9.31±4.67   0 28
Infant temperament 23.42±3.75 12 35
Childcare stress 38.03±9.73 16 80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Variables Childcare stress 
Postpartum 
depression

Infant 
temperament

Childcare stress 1
Postpartum depression .44 (< .001) 1
Infant temperament .40 (< .001) .18 (< .001) 1

Table 4. Effect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Infant Temperament 
on Childcare Stress

Variables B β t (p) R2 F (p)

Constant 10.91   6.43 (< .001) .30 194.76
Postpartum depression 0.77 .38 13.48 (< .001) (< .001)
Infant temperament 0.85 .33 11.7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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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 1개 구 예방접종실 방문자로 

평균소득이 440여만 원이었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

이 75%이었다. 이를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월소득 388만

원과 비교해보면(Statistics Korea, 2010) 본 연구 대상 산모들은 비

교적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

의 산후 우울 점수는 평균 9.31점으로 도구 개발자인 Cox 등(1993)

이 9에서 12점은 중증도 우울, 13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이 있는 것

으로 제시한 방법에 의하면 중증도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 6주에서 10주인 산모를 대상으로 한 Kim (2006)의 18.4

점보다는 낮으나 12개월 미만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2003)의 8.62점, Ahn과 Kim (2003)의 8.45점보다는 높은 점수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이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

문한 영아의 어머니이며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6개월 미만에 집중

되어 있어 자녀의 월령이 평균 5.37개월로 비교적 어리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아기 기질과 산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기 성격 형

성의 기초가 되며 영아 초기에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

가 조성하는 양육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변수이다(Han 

& Bang, 2000). 본 연구 대상자에게서 나타난 산후 우울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중증도 우울이었고, 아기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보건소 모자 보건실이나 소아과 

외래에서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영아와 어머니를 간호하는 아

동 간호사는 중산층 영아기 어머니를 위한 산후 우울 중재와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필요성을 지각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추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 아기 기질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 두 변수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산후 우울이 심하고 아기 기질을 까다롭게 지각할수록 어머니

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아기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Kwon 

등(2006)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산후 우울이 심한 경우 양육 스

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Cho와 Yang (2001) 연구 외 여러 연

구로 지지되고 있다. 이는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영아의 발달을 위

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 확인을 

위해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결

과 두 개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30% 설명하고 있었다. 자

녀의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

이 받게 되는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전업주부인 경우(Cho 

& Yang, 2001), 두 자녀 이상인 경우(Cho & Yang, 2001), 어머니의 

역할수행 자신감이 낮고(Lee & Kwon, 2006), 인공 수유하는 경우

(Lee & Kwon, 2006), 남아인 경우(Cho & Yang, 2001) 증가하게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elsky (1984)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언급하

며 주요 요인으로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 성향의 고려가 필

요한 상황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양육 스트레스는 산후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밝혀져(Park, Shin, Ryu, 

Cheon, & Moon, 200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산

후 우울은 각 변수에 상호 작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예측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장기간 지속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Lee & Park, 

2005), 조절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Park, Lee, & Shin, 2009).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환경 등의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영아기부터 어머니의 우울조절과 더불어 조기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

육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축적

이며, 이는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인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

는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당황, 좌절감 등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Kang, 2003). 그리고 산

모들은 출산 후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도 전문적 도움뿐

만 아니라 50% 가량은 가족이나 친구에게서조차 도움을 찾지 않

기 때문에(Lumley & Austine, 2001; Park et al., 2004) 보건소 예방

접종 실무자는 일선의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아기 어머

니의 스트레스 상황을 이해하고 양육 스트레스와 영향 변인을 중

심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주로 산모 측면에서 산후 우울과 아기 기

질,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아동의 문제행동에 발단이 될 수 있는 영아기 어

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준을 파악하였

으며, 상관관계는 입증되었으나 변수 간의 관계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영아측 예측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영아

기 어머니를 위해 기 개발된 산후 우울 예방 중재의 활용 및 아기 

기질 파악과 더불어 육아 환경 변화를 적용한 통합적 중재 개발과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

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사회적 지지 변수에 관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효

과에 대한 평가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영아 

양육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고 효율적 양육을 증진시키

기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성장발달 초기단계인 영아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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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 예측요인을 찾기 위해 어머니가 지각한 산후 우울 

및 아기 기질을 파악하고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영향력을 확

인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6월

부터 8월까지 서울특별시 1개 보건소에 자녀의 예방접종을 목적

으로 방문한 어머니를 편의 추출하였으며 95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산후 우울, 

아기 기질을 파악하였으며 상관관계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산후 

우울 및 아기 기질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변수의 영향력 확인

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산후 우울과 아기 

기질은 양육 스트레스를 30% 설명해주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산후 우울 중재와 

아기 기질 및 양육 환경관리를 통한 중재와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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