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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build and test a theoretical model that could be used to explain and predict parenting behav-
ior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98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ta were ana-
lyzed using the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and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programs. Results: Parenting 
stress showed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showed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Parent-
ing stress showed an indirect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Income and mother’s perfectionism had an impact on parenting behavior. Conclus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cessity of design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emphasize increasing parenting effi-
cacy in order to increase positive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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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

대되면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된 가족 형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지지체계가 부족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

으로 부부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부부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

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 경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어머니에게 치중되

어 왔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의 부담감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의 발달 및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Kim & 

Doh, 2004).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서 위축, 우울/불안, 신체화 문제, 산만함과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Lee, & Shin, 2009).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결

정적인 요인으로(Kim, Park, Lee, & Shin, 2009)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적극적 참여, 규제와 합리적 지도를 더 많이 

하고 과보호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Doh, 2004). 

미취학 연령인 유아기와 학령전기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기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는 시

기로 부모가 아동의 독립심과 호기심을 활성화하도록 도와주고 

안내지침을 제공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훈육을 제공해야 하고 학

령전기는 유아기에 시작된 운동, 인지, 언어능력과 더불어 사회성

이 다듬어지는 시기이다(Nicki & Barbara, 2007). 이 시기 동안 어

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적, 거부적, 통제, 방

임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면 자녀는 위축,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문제, 비행, 적대-공격성, 과잉행동, 산만 등의 문

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 Han, 2002). 반면 

긍정적 양육행동인 애정적 지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공

격성, 외현화 행동문제, 주의집중문제 등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Moon & H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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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이 양육자와 맺는 정서적 관계에 따

라 아동의 일생 동안의 행동형태가 결정되기도 하는데(Moon & 

Han, 2002) 어머니 자신이 아동기 동안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았다

고 인식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현

재 자녀에게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성장기 동안 

경험했던 양육행동이 다음 세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Lee & Lee, 2008) 양육행동이 대물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올바른 양육이 다음 세대 아동의 건

강한 성장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양육효능감과 부

모역할만족도를 들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

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대로(Jones & Prinz, 2005)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고 적극적 참

여, 규제, 합리적 지도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Doh, 2004). 또한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Kim & Doh, 2004). 

자녀양육은 단기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효과와 성취감

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과 기본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부

모가 양육행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대한 심리

적인 만족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Moon, 2001). 특히 부모역

할만족도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Noh, 2009) 양육행동의 질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신사회적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Jones & Prinz, 2005). 실제로 부모

역할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온정적 합리적 지도를 많이 하고 자녀

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자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뿐 아니라(Kim & Moon, 2006)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Noh, 2009). 

이처럼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변수로는 양육스트레스(Ahn & Park, 2002), 

양육효능감(Kim & Doh, 2004), 부모역할 만족도(Kim & Moon, 

2006) 등이 있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그밖에 양육 및 양육관련 변

수들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

련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Kim & Moon, 2006; Lee & Lee, 2008). 

아동 관련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출생순위, 기질(Lee, 2009) 등을 

들 수 있으며, 모성 관련변인으로는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Kim 

& Moon, 2006), 어머니 성격특성(Kim & Jang, 2004), 그리고 가정 

관련변인으로는 월 소득(Lee & Lee, 2008), 가족형태(Cho, 2004) 

같은 요인들이 양육행동관련변수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성 관련변인 중 어머니 성격특성은 부모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강할수

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Jang,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련변인들 각각이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

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간접 효과를 확인

하였으나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

에 영향을 줄 때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성격특성, 가족의 월

소득 등에 따라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 조절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는 희소했다. 그러므로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

변인, 가정 관련변인들이 주요 양육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양육행동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거

나 이들 변수들과 모성 관련변인, 아동 관련변인 및 가정 관련변인 

등 각 요인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관계 또는 영향력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던 결과와 달리 일부 연구에서

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에 관련이 없다(Corapci & Wachs, 

2002)는 등의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

체적이고 정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Jones & 

Prinz, 2005). 뿐만 아니라 제 요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단

순 비교하기보다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련변인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간의 관

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경로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 검증을 통해 미

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정모

형을 제시한다.

셋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의 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행동 관련변

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을 규명한다.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미

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도출하

였다. 그 결과 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스트레스는 직접,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하고 또한 이러한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에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련변인이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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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역할만족도를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Figure 1).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

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 후 타당성을 검증하는 탐색적 구조모형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4개 어린이집과 서울 소재 2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6세 취학 전 아동의 어머니 중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료 400부를 회수하였다. 그중 불완전한 자

료를 제외한 29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모

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크기가 적어도 200개 이상이 되어야 적

합지수들이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Hair, Anderson, Ta-

tham, & Black, 1998) 공변량 구조분석의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

였다. 

연구 도구 

양육 행동 

Koo (2004)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본 연구의 대상 자녀 연

령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한 22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상보성 7문항, 이타성 6문항, 애정성 5문항, 민감성 

4문항으로 구성된다. 상보적 양육행동이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가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

을 활용하는 모성행동을 의미하며, 이타적 양육행동이란 영아가 

원하는 것을 우선 충족시켜주기 위해 어머니 자신의 활동을 중단

하고 아기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애정적 양육행동이란 아기의 존재에 대한 만족감, 말이

나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양육행동이며, 민

감한 양육행동이란 아기가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해석하고 대

처하는 것, 아기의 정서상태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 원인을 아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 도구문항 선택 시 관

련 전문가를 통해 사전논문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가져온 뒤 신뢰

도 분석을 한 후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각 요인의 하위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를 만들

었다. 그 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표

준화 회귀계수가 .50 이상으로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도

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별 양육행동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는 

상보성 .73, 이타성 .62, 애정성 .68, 민감성 .59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각각 .73, .54, .75, .61이었다. 

양육스트레스 

Kim과 Kang (1997)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적 배경에 맞게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의 12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걱

정 영역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0 이상으로 도

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도구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

bach’s α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 .82, 부모역

할에 대한 부담감 및 걱정 영역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각 .84, .89이었다. 

양육효능감 

Floyd, Gilliom과 Costigan (1998)의 지각된 양육능력(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자신감 영역의 15문항 중 12문항을, 통제가능성 영역의 14문

항 중 3문항을 선택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정

Figure 1. Hypothetical path model.
x1=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x2=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y1=general satisfaction; y2=spouse 
support; y3=parenting competence; y4=complementary parenting 
behaviors; y5=sensitive parenting behaviors; y6=affectionate par
enting behaviors; y7=altruistic parenting behaviors; PSt=parenting 
stress ; PSa=parenting satisfaction; PE=parenting efficacy; PB=par
 en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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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0 이상으로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도구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80-.84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부모역할 만족도 

Hyun과 Cho (1994)이 개발한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중 부모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10문항과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배

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10문항의 총 21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표

준화 회귀계수가 .50 이상으로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도구

개발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는 일반적인 만족도 .83, 

배우자 지지에 대한 만족도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각 .85, .92이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 

Hewitt과 Flett (1991)의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

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Lee & Lee, 2003)

를 이용하였다.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

벽성의 세 하위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성 척도 10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완벽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

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50 이상으로 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도구개발당시 자기-지향적 영역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

bach’s α= .74-.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서울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여섯 곳의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 및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 이때 익명성의 보장과 설문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선택된 어린이집의 만 6세 이하 학령 

전 아동의 가정에 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어머니가 연

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고, 설문지는 아동

을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

년 1월까지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500부 중 320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29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2,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둘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주요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최대, 왜도, 첨

도를 구하였다.

넷째, 연구의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다섯째, 연구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

였고,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요인 

적재량(factorloading)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연구가설 검증은 최대 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수트래핑(Boot-

strapping)을 이용하였다.

여덟째,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간등가제약을 검증하

고 개별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 아동 및 가정 관련변인은 다음과 같다. 

모성 관련변인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4.69세였으며 전체의 절

반 이상이 대졸 이상이었다. 비취업모(57.38%)가 더 많았고 자기-

지향적 완벽성 정도는 평균 3.40점이었다. 아동 관련변인으로는 

여아(51.01%)가 더 많았고 평균월령은 59.35개월이었다. 가정 관련

변인으로 월수입 평균은 300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06명(35.57%)

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왜도, 첨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양육행동은 평균평점 2.833 (±0.324)이었고 하위

영역별 평균평점은 애정성 2.967 (±0.610), 상보성 2.887 (±0.359), 

이타성 2.822 (±0.366), 민감성 2.656 (±0.515)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평균평점은 2.835 (±0.619)이었고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평점이 2.864 (±0.660)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걱정 평균평점 2.805 (±0.70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평균평점이 2.580 (±0.267), 부모역할만족도는 평

균평점 3.116 (±0.437)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일반적 만

족도 3.441 (±0.383), 배우자지지 2.790 (±0.647)로 나타났다. 구

조방정식 모형 적용을 위한 조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 <2, 첨도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Mary, & Lee, 2003),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충

족시키고 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행동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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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육행동은 아동 연령(r= -.247, p< .001), 자기 지향적 완벽성

(r= .285, p< .001), 양육스트레스(r= -.199, p< .001), 양육효능감

(r= .336, p< .001), 부모역할만족도(r= .242, p< .001)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r= -.352, p<  

.001)과 부모역할만족도(r= -.347, p< .001)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양육효능감과 자기 지향적 완벽성(r= .129, p= .026), 

부모역할만족도와 자기 지향적 완벽성(r= .244, p< .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변수 간의 상관

관계수가 .8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 검정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가설적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평가가 필요하고 보다 완전한 모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적합도 지수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yrne,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goodness-

of-fit-index (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incremental fit in-

dex (IFI), normed fit index (NFI), adjusted goodness-of-fit-index 

(AGFI),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을 이용하여 적합도를 검

정하였다(Table 2).

그 결과 본 연구의 χ2값은 177.993 ( p< .001)으로 가설적 모형과 

실제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χ2는 표본

의 크기와 측정변수 수에 민감하기에 때문에 모형을 올바르게 평

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χ2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

려야 한다. 세부 적합도 지수인 RMR은 .023으로 실제자료와 부합

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적합도 지수들은 GFI= .879, 

CFI= .791, IFI= .795, NFI= .771, AGFI= .763으로 낮은 적합도를 보

여주어 가설적 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 모형의 수정

모형의 적합도 상승을 위해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내

생변수별로 경로추정치(critical ratio, CR)를 살펴본 결과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일부지수가 적

합하지 않아 가설적 모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Parenting Behavio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atisfaction

1
r (p)

2
r (p)

3
r (p)

4
r (p)

5
r (p)

6
r (p)

7
r (p)

1. Child age (year)  1 
2. Mother age (year)  .330 (< .001)  1 
3. Mother’s perfectionism .039 (.504) .003 (.504)  1 
4. Parenting behavior .247 (< .001) .092 (.118)  .285 (< .001)  1 
5. Parenting stress .083 (.153) .056 (.370) .018 (.727) .199 (< .001)  1 
6. Parenting efficacy .011 (.845) .068 (.247)  .129 (.026)  .336 (< .001) .352 (< .001)  1 
7. Parenting satisfaction .034 (.565)  .055 (.351)  .244 (< .001)  .242 (< .001) .347 (< .001) .217 (< .001)  1 

Table 2. Goodnessof Fit Statistic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Model χ2 (pvalue) df χ2/df GFI CFI IFI NFI AGF RMR

Initial model 177.993 (< .001) 23 7.739 0.879 0.791 0.795 0.771 0.763 0.023
Final model   80.310 (< .001) 15 5.554 0.938 0.896 0.898 0.878 0.852 0.020

GFI=Goodnessoffit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Figure 2. Modified path model.
x1= typical stress due to the parenting; x2=pressures pertaining to 
the parental role and distress; y1=general satisfaction; y2=spouse 
support; y3=parenting competence; y4=complementary parenting 
behaviors; y5=sensitive parenting behaviors; y6=affectionate par
enting behaviors; PSt=parenting stress; PSa=parenting satisfaction; 
PE=parenting efficacy; PB=parenting behaviors.

Significant pathway
Nonsignificant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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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모형에서 표준화잔차를 분석하였을 때 추가를 요하는 경로

는 없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Amos의 수정지수를 참

고하여 이론과 적합도 지수 상승을 고려하여 판별타당성이 어긋

나는 이타성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수정모형에 대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검정 

수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가설적 모형과 동일하게 

χ2, GFI, CFI, IFI, NFI, AGFI, RMR을 이용하였다. 모형을 수정한 결

과 χ2=83.310 ( p< .001), GFI= .938, IFI= .898, NFI= .878, AGFI=  

.852, RMR= .020,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지수 중의 하나인 CFI= .896

으로 가설적 모형보다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되었다(Table 2). 

수정 모형의 경로계수 유효성 및 효과분석

수정모형에서 설정한 각 경로의 유효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3). 내생변수별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β=0.311, p= .010),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β= -0.156, p= .044) 양육행동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예측변수들이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2.5%였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β= -0.484, p= .010) 높았고 이 예측변수가 부모역할만족도를 설

명한 정도는 28.1%였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β= -0.372, p= .010) 높았고 이 예측변수가 양육효능감을 설명한 

정도는 15.4%였다.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만족도에, 부모역할만족

도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경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총효과를 살펴보면 양육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양육

효능감(β=0.320)이었고 양육스트레스(β= -0.181)순으로 나타났

다. 부모역할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양육스트레스

(β= -0.530)였다.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양육스

트레스(β= -0.372)였다.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변수 중 양육스트레

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하지는 않지만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β= -0.156)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련변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모형 검정

아동 관련변인(성별, 연령), 모성 관련변인(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자기 지향적 완벽성), 가정 관련변인(가족월수입)이 양육행

동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자유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모형(제약모형) 간

의 χ2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정 관련변인 중 월수입( p= .049)과 모

성 관련변인 중 자기 지향적 완벽성( p= .016)이 유의수준 α=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측정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즉, 월수입과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양육행동 및 양육

행동관련 변인의 관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월수입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가구당 평균 월수입

이 3,442,800원(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인 점을 감안하여 

월수입을 3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모역할만족도 경로

에서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는 월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β=  

-0.600, p< .001)이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β= -0.342, p= .033)인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β=0.258, p= .027). 월수입이 300만 원 미만

인 집단은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07, p= .102).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고

(β= -0.377, p=  .010)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β=0.324,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 지향적 완벽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Everson, Gold-

berg, Kaplan, Julkunen와 Salonen (1998)이 더욱 보수적인 통계치

를 사용하고자 척도의 점수를 상하위 25%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

한 방법을 참고로 자기 지향적 완벽성을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었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에서 양육효능감 경로에서 두 집

Table 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 in Modified Model (N=298)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Parenting satisfaction 0.281
  Parenting stress 0.484 (0.010) 0.046 (0.118) 0.530 (0.010)
  Parenting efficacy  0.123 (0.118)   0.123 (0.118)

Parenting efficacy 0.154
  Parenting stress 0.372 (0.010)  0.372 (0.010)

Parenting behaviors 0.125
  Parenting efficacy  0.311 (0.010)  0.009 (0.605)  0.320 (0.010)
  Parenting satisfaction  0.077 (0.551)   0.077 (0.551)
  Parenting stress 0.025 (0.899) 0.156 (0.044) 0.181 (0.044)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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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유의한 차이는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높은 집단(β= -0.505, 

p< .001)이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낮은 집단(β= -0.207, p= .053)

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β= -0.298, p= .015). 또한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높은 집

단(β= -0.570, p= .010)과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낮은 집단(β=  

-0.640, p< .001)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완

벽주의가 낮은 집단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06, p<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스

트레스,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아동 관련변인, 모성 관련변인, 가정 관련변인들이 양육행동 관

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 아동의 양육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변수는 

양육효능감이었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하고 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양육효능감이었고 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한 

Lee, Park와 Choi (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역시 양육효능감이 양

육행동을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로 확인되어 미취학 아

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 양육효

능감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12.5% 설명하였고 만 15개월에서 45개월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을 조사한 Ahn과 Park (2002)의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과 양육스

트레스가 신체발달관련, 인지발달관련,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각

각의 양육행동을 10-14% 설명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설명력을 나

타냈다. 이렇듯 설명력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외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하여 추후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행동과 비교하여 초등학생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살펴보면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

의 스트레스,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이 온정, 수용적 

양육행동을 1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

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밖에 연령에 따른 양육행동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여 Jones와 Prinz (2005)는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부모의 양육자신감, 아

동의 사회 정서적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혹은 위험을 알리

는 지표로서 양육효능감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양육효능감

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변인

으로 예방과 중재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각 변수들의 직접, 간접

효과 및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

레스와 인지발달관련,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양육행동을 매개한

다는 Ahn과 Park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양육스트레

스로 양육행동양상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 양

육행동 향상을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양육효능

감을 함께 증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양육효능감이 대처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 Tucker, Gross, 

Fogg, Delaney와 Lapporte (1998)는 유아기 어머니에게 부모교육

중재를 제공하면서 1년간 추후조사를 한 결과 양육효능감의 증진

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증

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가정 관련변인 중 월수입과 모성 관련변인 중 자기지향적 

완벽성이 양육행동 관련변인에 따라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에 있어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월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

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고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

움이 있는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역할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정도

가 큰 것으로,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가되는 

경우 부모역할만족도를 더욱 감소시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에

게 더욱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Lee와 Lee (2008)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긍

정적 양육행동 증가를 위해 실제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지원 등을 

포함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높은 집단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고 자기 지향적 완벽성이 낮은 집단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적으로 완벽주의가 높은 어머니

가 상대적으로 완벽주의가 낮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부모역할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하며, 

Mitchelson과 Burns (1998)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에 따라 양육

에 대한 디스트레스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완벽주

의는 부모의 불안, 우울과 관련 있으며 이러한 정서가 아동에게 전

이되면 아동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상태는 학

령기나 청소년기까지 이어져 우울증세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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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Jang, 2004) 눈여겨 볼 양육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부

모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 완벽

주의가 높은 어머니는 선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양육효

능감을 증진시키고 완벽주의가 낮은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한편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두 변수 간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양육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은 양육효능감이 양육 관련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변수, 결과변수, 매개변수나 조절변수 등 다양하게 변화 가능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Jones & Prinz, 2005) 점을 고려하여 

영향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

요가 있다. 즉 방향을 바꾸어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보거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미취학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하고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제한적이므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포

괄적으로 양육행동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긍정적 양육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사회경제적 계층, 

연령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서 다른 양상이 보고되

고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

동의 특성과 양육행동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사회적 지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아동의 기질 등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양육

행동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양육행동과 관련된 여러 변인

들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직 · 간접적 관계와 영향력을 검

정함으로써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4개의 변수를 주요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

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으로 아동 관련변인(성별, 

연령), 모성 관련변인(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완벽주의), 가정 

관련변인(가족월수입)을 포함하여 이러한 개념들과 4개의 주요개

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

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을 12.5% 

설명하였고 그 중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양육스트레

스는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양육행동 관련 변수들이 양육행

동에 영향을 미칠 때 모성 관련변인 중 자기 지향적 완벽성과 가

정 관련변인 중 가족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하는 주요 

변인은 양육효눙감임이 확인되었고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자기 

지향적 완벽성, 가족월수입도 고려해야 할 영향변인임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 증진과 양육스트레스 감소 뿐 아니

라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현실적인 보육료 부담을 고려한 양육

프로그램이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

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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