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오랜 기간 수행되어왔다. 발달 심

리학은 아동의 발달에 사회적 환경이 가장 근본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에 따라 발달에 있어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주되게 이루어졌다[1]. 1980년대 전후로 아동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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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Matheny et al.(1995)이 개발한 가정 내 혼란 척도(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를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문항을 번안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한 뒤, 만 5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9명의 자료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정규성을 충족하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이 적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지수
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3문항이 확정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혼란 척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와 하위척도 점수 간 
상관계수가 유의함을 확인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가정 내 혼란척도(K-CHAOS)는 개인의 심
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척도로, 향후 연구에서 미시체계 내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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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 developed 
by Matheny et al. (1995), in South Korea. Data of 189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5 acquired 
by onlin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tem-total correlation, internal 
consisten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were examined. As a result, 13 items were 
confirmed and the reliability was .881. By validating K-CHAOS, it became possible to consider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that are known to affect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 of 
individuals, as one of micro-systems in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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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환경 평가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개인
의 미시체계 내 사회적 환경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3]. 미시체계 내 
사회적 환경을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이라 한다면 
물리적 환경은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또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1]. 물리적 환경은 제공
적(affordance) 측면과 비제공적(nonaffordance) 측
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3]. 제공적 측면은 아
동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자원 또는 물건에 관한 것이
며, 비제공적 측면은 물리적 공간의 소음, 혼잡함과 같
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환경적 혼란에 관한 것이다[3]. 미시체계 내 비제공
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구성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Matheny et al.(1995)이 물리적 가정환경의 혼란 수
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 내 혼란 척도(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를 개발하였다
[3]. CHAOS가 측정하는 가정 내 혼란은 높은 수준의 
소음, 혼잡도, 사람의 통행량, 낮은 시간적‧물리적 체계
와 예측가능성, 질서의 부족으로 정의된다[1][3][4].

가정 내 혼란은 가족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아동을 포
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장기
적 영향을 미친다[5].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은 부정
적 발달 결과를 예측한다[6]. 아동의 경우 물리적 환경
의 혼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원하지 않는 높은 수준
의 자극을 걸러내는 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때 이 
전략들은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촉진적인 자극을 걸러
내도록 하여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7]. 
이와 같이 환경적 혼란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 내 혼란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5][8-10], 언어 발달
[11][12] 및 품행 문제, 과잉행동-주의력결핍, 냉혹-냉
혈한 행동(callous-unemotional) 등을 포함하는 행동
적 발달[5][13]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혼란은 아동의 섭식 관련 행동[14][15], 수면 
관련 문제[16], 아동의 낮은 학업 성취[17] 등에 직접적
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 내 혼란은 영아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영아의 예

기치 못한 부상의 발생과 높은 부정적 정서를 예측했으
며 덜 적응적이고 강한 반응성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18].

한편, 가정 내 혼란은 양육자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
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혼란한 가정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부모는 피로와 긴장 수준이 
높아져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진다[19]. 질서가 없고 혼돈스러운 가정환경이 아동에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듯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20][21]. 구체적으로 시끄
럽고 밀집한 환경에 있는 양육자는 자녀에게 덜 반응적
이고 더 적게 말을 하여 언어적 자극이 부족하며, 적절
한 도움(scaffolding)을 더 적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1][3][22].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가정 내 혼란
을 보고한 부모는 자녀의 정서에 낮은 수준의 지지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환경적 혼란
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탐색한 종단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이 폭력적 
양육행동(harsh parenting)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청
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학업적 문제와 같
은 부적응적 발달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24].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적 발달의 관계
에서 가정 내 혼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혼란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보다 혼란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 강하게 예측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25].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와 직장인의 재택근무 
및 교육기관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이전에 비
하여 더 많은 구성원이 동시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이
슈를 던진다. 왕석순(2020. 05. 21.)은 COVID-19 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미래 사회를 위하여 가
족 간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에 시간적‧물리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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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여 가정 내 혼란을 감소시키
는 것의 중요성으로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26]. 
전유안(2020. 07. 30.)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집을 살펴
보았는데, 공간의 혼잡함, 높은 사람 교통량, 면적 대비 
사람 수와 더불어 저소득 계층의 열악한 거주 공간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하였다[27]. 이렇듯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
으로 인하여 집이라는 공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 내 
혼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 척도를 타당화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2020-01-012- 001). 
본 연구는 만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89
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적절한 표집인원은 문항 수의 최소 6 
~ 10배[28]로 본 척도 14문항에 대하여 84 ~ 140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표집인원을 확보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 특성은 [표 1]에 제
시한 바와 같이 평균 연령은 34.1세였으며, 대학교 졸
업 이상이 139명(73.5%)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근로
유형은 전일제 66명 (34.9%), 시간제 19명(10.1%), 휴
직 또는 무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참여자가 
99명(52.4%)이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가족 특성은 [표 2]에 제
시한 바와 같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평
균 3.5명으로 범위는 2 ~ 6명이었고 3명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12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수는 
평균 1.4명으로 1명이 124명(65.6%)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 거주지의 방의 개수는 평균 2.9개로 나타
났다. 더 나아가, 거주 공간 내 가족구성원 밀집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수를 방 개수

로 나눈 값은 평균 1.3으로 범위는 0.6에서 3.0으로 나
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항목 M(SD) 범위
연령 34.1(3.57) 23 - 45
항목 N(%) 항목 N(%)

학
력

고등학교 졸업 12(6.3)
근
로
유
형

전일제 66(34.9)
전문대 졸업 33(17.5) 시간제 19(10.1)
대학교 졸업 101(53.4) 휴직 78(41.3)
대학원 이상 38(20.1) 무직 21(11.1)

무응답 5(2.8) 무응답 5(2.6)

표 2. 연구 참여자 가족 특성 
항목 N(%) M(SD) 항목 N(%) M(SD)

가
족 
구
성
원
수

2명 2(1.1)

3.5
(0.71)

방 
개
수

0개 1(0.5)

2.9
(0.68)

3명 112(59.3) 1개 2(1.1)
4명 57(30.2) 2개 41(21.7)
5명 16(8.5) 3개 122(64.6)

6명 2(1.1) 4개 20(10.6)

자
녀
수

1명 124(65.6)
1.4

(0.63)

5개 3(1.6)
2명 56(29.6) 항목  M(SD) 범위
3명 7(3.7) 가족구성원

/방 개수
1.3

(0.37) 0.6 - 3.04명 2(1.1)

2. 연구도구
2.1 가정 내 혼란 척도
본 연구에서 번안 및 타당화하고자 한 가정 내 혼란 

척도(Confusion, Hubbub, and Order Scale; 
CHAOS)는 Matheny et al.(1995)가 개발하였다[3]. 
본 척도는 가정 내 높은 수준의 소음, 혼잡성 및 통행
량, 낮은 규칙성과 체계 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15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척도이다. 척도 번안 과정에서 
가정 내 혼란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문항 1개(우리 가족은 집에서 통화하
는데 각자 많은 시간을 보낸다)를 제외하고 총 14문항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척도(1점=전혀 우리 
집 같지 않다, 2점=조금은 우리 집 같은 편이다, 3점=
우리 집 같은 편이다, 4점=매우 우리 집 같다)로 응답을 
받으며, 7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점
이 클수록 개인이 자신의 가정 내 환경을 더 혼란스럽
다고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Matheny et al.(1995)
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79로 
나타났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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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육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 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PSI/S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을 사용하였다[29].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주혜
정(2010)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할 예정이다[30]. 본 척
도의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
로 구성되어있다. 세 개의 하위요인은 각 12문항으로 
전체 36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각 하위요인 또는 전체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클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은 전체 .94, 각 하위요
인은 부모의 고통 .87,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
용 .8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90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3.1 척도 번안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척도 개발자에게 한국판 

타당화 승인과 더불어 문항 번안 시 유의할 부분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문항 중 ‘우리 집은 완전 난장판
이다(문항 6)’에서 난장판이라는 표현은 ‘zoo(동물원)’
로 표현되어 있었다. 해당 단어는 문화를 반영한 표현
으로, 척도 개발자가 속한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동물원
이 고도로 혼란스러운 장소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동물원의 의미가 다소 다를 
수 있어 각 국가 또는 문화권에 맞는 단어로 번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 맞게 ‘난장판’이라는 단어로 문항을 수정하
였다. 이 외에도 문맥 상 문화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숨
어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척도 개발자와 직
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번안한 문항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1인과 사회복
지학 박사 1인에게 문항 내 단어 및 표현의 적절성, 문
화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전문가 검
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문항을 아동・청소년학 석
사이면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가 역번안 하였

다. 다음으로 원 문항과 역번안 문항의 동질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앞서 전문가 검토를 의뢰했던 사회복지학 
박사 1인, 아동・청소년학 박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아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때 원 문항과 역번안 한 문항의 
동질성은 언어적 동질성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개념적 동질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표현방식에 대하여 척도 개발자의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수정된 문항에 대하여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부모 두 명에게 문항 
이해도, 표현의 적절성, 척도 문항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 및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청소년학 박사 1인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정 내 혼란 척도 예비 문항을 완
성하였다.

3.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척도의 번안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정 

내 혼란 척도 예비문항을 타당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만 5세 미만
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약 200명
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및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설문 
수집은 2020년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설문이 종료된 후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마
감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배포 및 수집하였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가정 내 

혼란 척도 문항을 타당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부모의 응답을 토대로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문항-총점 간 상관분
석,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 산출에 SPSS 21.0을 활용하
였다. 다음으로 한국판 가정 내 혼란 척도가 기존 
CHAOS[3]의 요인구조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HAOS는 개발자에 의하여 타당화되었으며, 이후 다
양한 집단의 임상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되어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3][31]. 이미 잘 개발되어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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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전에 반드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선행하지 않아
도 된다[32][33].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Chi-square 
( ), Normed Chi-square(/df),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참고하
였다. 더 나아가 가정 내 혼란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
당도를 평가하였다.

III.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가정 내 혼란 척도 14문항의 개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 표준편차(SD)와 왜도(skewness), 첨도
(kurtosis)를 확인하였다[표 3]. 문항의 응답 범위는 최
소 1점에서 최대 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혼
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1, 2, 4, 7, 
12, 13, 14는 역채점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의 평균은 1.6 ~ 2.2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의 절대값이 2.00보다 크
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00보다 큰 문항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34].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더 나아가, 개별 문항의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이 .33 ~ .70
로 .20보다 낮은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8]. 이와 더불어 문항 제거 시 내적 일관성 
지수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square = 

185.581(df = 77, p = .000, Normed Chi-square(

/df) = 2.410, TLI = .856, CFI = .878, RMSEA = 
.087(.071-.103)로 도출되었다[표 4]. 모형 적합도 지
수 Chi-square는 유의확률이 p = .000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
당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다른 지
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나머지 지수
의 기준을 살펴보면, Chi-square 값을 자유도(df)로 
나눈 Normed Chi-square는 3 이하면 수용할 만하
며, 2 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TLI와 CFI의 경
우 .90 이상, RMSEA는 .08 미만일 때 적합도가 수용
할만하며 .10 미만이면 보통이라고 간주한다[35]. 해당 
모형의 일부 적합도 지수가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Modification Index(MI: 수정지수)와 Parameter 
Change(Par Change: 모수변화)를 사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MI와 Par Change는 변수 간 공분산 연결
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개선시킬 가능성을 제시하며, 
측정 오차 간 상관관계는 가장 큰 MI를 순차적으로 설
정하지만 특정 값 이상은 연결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

문항 M SD skewnes
s kurtosis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Cronbach’s α 
1* 우리 집에서 소동을 피우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2 1.03 0.36 -1.00 .33 .881
2* 우리 집은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의 다 찾을 수 있다. 1.9 0.84 0.51 -0.61 .45 .873
3 우리 가족은 거의 항상 서두르는 것 같다. 2.1 0.81 0.27 -0.51 .38 .876
4* 우리 집은 보통 일처리가 순조롭다. 2.1 0.81 0.28 -0.46 .65 .863
5 우리 가족은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늦는 것 같다. 1.9 0.92 0.75 -0.39 .54 .868
6 우리 집은 완전 난장판이다. 2.0 0.92 0.75 -0.25 .54 .868
7* 우리는 집에서 방해받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 2.1 0.93 0.29 -0.97 .46 .872
8 우리 집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1.8 0.84 0.72 -0.49 .66 .862
9 우리 가족은 무엇을 계획해도 대개 잘 실행되지 않는 것 같다. 1.8 0.82 0.89 0.15 .64 .864
10 우리 집에서는 차분히 생각할 수 없다. 1.8 0.85 0.89 0.02 .51 .869
11 나는 집에서 종종 다른 가족들의 말다툼에 휘말린다. 1.6 0.81 1.11 0.37 .56 .867
12* 우리 집은 편히 쉬기에 좋은 곳이다. 1.9 0.89 0.50 -0.80 .70 .860
13* 우리 집의 분위기는 평온하다. 2.0 0.88 0.53 -0.55 .69 .860
14* 우리는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일상이 있다. 2.0 0.82 0.48 -0.44 .54 .868
* 역문항

표 3. 가정 내 혼란 척도 문항 분포 및 양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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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없으므로 연구자가 판단하여 결정하면 된다[3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오차 간 상관과 그에 따른 수
정지수와 모수변화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수정된 모형
의 적합도는 Chi-square( ) = 123.715(df = 63, p = 
.000), Normed Chi-square(/df) = 1.964, TLI = 
.912, CFI = .929, RMSEA = .072(.053 - .090)로 도
출되어,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표 4. 단일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df /df TLI CFI RMSEA
[90% CI]

초기 185.581 77 2.410 .856 .878 .087
[.071 - .103]

측정오차 
상관 추가 154.443 75 2.059 .892 .911 .075

[.058 - .092]

문항 1 삭제 123.715 63 1.964 .912 .929 .072
[.053 - .090]

표 5. MI와 Parameter Change Results
측정오차 상관 MI Par Change

e12 - e13 17.040  .112
e2 - e8 10.034 -.109

가정 내 혼란 척도 14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값(Standardized Estimate)은 .353에
서 .731로 나타났다[표 6]. 통계적 유의성(C.R.)은 모두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요인부하량은 .5 이상이 적합한 기준이며, 만약 
.5 이하로 나타난 문항의 경우 지나치게 낮지 않다면 
연구자가 판단할 수 있다[32]. 이를 근거로 하여 요인 
부하량이 .353으로 가장 낮은 문항 1을 삭제하였으며, 
삭제 후 13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412 ~ .731로 나타났다[표 7].

3. 신뢰도 검증 결과
한국판 가정 내 혼란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가정 내 혼란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최종 13문항의 내
적 일관성 지수는 .881로 양호한 신뢰도로 나타났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4문항)
문
항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1 0.768 .179 4.296*** .353
2 0.853 .155 5.508*** .480
3 0.702 .144 4.872*** .409
4 1.173 .164 7.174*** .680
5 1.163 .177 6.556*** .597
6 1.124 .176 6.373*** .574
7 0.968 .171 5.667*** .492
8 1.305 .174 7.488*** .731
9 1.198 .166 7.229*** .688
10 0.992 .160 6.183*** .551
11 1.087 .159 6.851*** .635
12 1.343 .183 7.355*** .709
13 1.338 .181 7.406*** .717
14 1.000 - - .573

 ***p < .001

표 7.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1 삭제, 13문항)
문
항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2 0.824 .152 5.411*** .468
3 0.700 .143 4.912*** .412
4 1.152 .160 7.179*** .674
5 1.167 .175 6.651*** .604
6 1.108 .174 6.380*** .571
7 0.957 .169 5.674*** .490
8 1.292 .171 7.540*** .731
9 1.195 .163 7.308*** .693
10 0.991 .159 6.247*** .555
11 1.088 .157 6.937*** .641
12 1.326 .180 7.389*** .707
13 1.320 .177 7.436*** .714
14 1.000 - -　 .578

 ***p < .001

4. 공인타당도 결과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가정 내 혼란 척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척도 점수 간 상관관계
를 산출하였다[표 8]. 상관분석 결과 가정 내 혼란 척도
와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상관계수는 .62(p =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혼란 척
도 전체 점수와 양육 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 척도인 
부모의 고통의 상관계수는 .47(p = .000),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59(p = .000), 아동의 까다로
운 기질은 .52(p = .00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에 따라 가정 내 혼란은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공인타당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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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정 내 혼란 척도와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간 상관

부모양육태도 r p M(SD)
  전체 .62 .000 2.3(0.61)

    부모의 고통 .47 .000 2.9(0.73)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59 .000 1.8(0.6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52 .000 2.3(0.77)

추가적으로, 가정 내 혼란 척도와 연구 참여자 가족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가족구성원 수는 
.15(p = .038), 자녀 수는 .18(p = .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9]. 거주 공간의 방 개수는 
-.14(p = .0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방 
개수 대비 가족구성원 수(가족구성원 수/방 개수)는 
.26(p =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와 자녀의 수가 많
을수록, 그리고 방 개수 대비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
록 가정 내 혼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 9. 가정 내 혼란 척도와 가족 특성 간 상관

항목 r p
가족구성원 수 .15 .038

자녀 수 .18 .012

방 개수 -.14 .063

가족구성원/방 개수 .26 .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혼란스러움을 측정
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정 내 혼란 척도(CHAOS)[3]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 및 수정하고 개별 문
항의 분포 및 양호도와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 척도 14문항의 문항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 일관성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모두 양호
하였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은 .20보다 높으면 수용가
능하다는 Gable & Wolf(1993)의 기준에 근거하여 모
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8]. 문항 제거 시 내적 일

관성 지수 역시 모든 문항에서 안정적이었다. 
둘째, 가정 내 혼란은 단일요인으로 개발[3]되어 본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기준[35]에 충족되지 
않아 MI와 Par Change를 참고하여 측정오차 간 상관
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 적합
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요인적재값이 .5보다 지나치게 낮은 
문항 1을 삭제하였다. 

셋째, 가정 내 혼란 13개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를 살
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881로 
나타나 문항들이 해당 구성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 내 혼
란 척도와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62, 세 가지 하위요인과 .47 ~ 
.59로 모두 정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가정 내 혼
란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정 내 혼란이 부모의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20][21]와 일
치되는 방향으로 이를 통해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 내 혼란의 특성 중 높
은 혼잡도, 사람 통행량, 소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4]
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의 가족 특성과 가정 내 혼란
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가족구성원 수, 자녀의 수가 많
을수록 가정 내 혼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 개수가 가정 내 혼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
하지 않은 절대적인 방의 개수에 대한 분석으로,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한 ‘가족구성원 수/방 개수’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족구성원 수에 비하여 방의 개수
가 적을수록 높은 가정 내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와 
사람 대비 물리적 공간이 가정 내 혼란과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양육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6]. 구체적으로 물리적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지, 정
서, 사회성 및 언어 발달, 행동 문제, 학업 성취 등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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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
해 보고되었다[5-17][36]. 따라서 아동 대상 연구에서 
아동의 적응적 및 부적응적 발달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역
시 아동의 부적응적 발달을 예방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 지점으로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영
향을 미친다. 지속적으로 가정의 혼란스러운 환경에 노
출되면 부모의 피로와 긴장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
는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된다[19]. 이에 따라, 부모 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해
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내 환경을 보다 안정적이
고 예측 가능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 아동 적
응적 발달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부모 개인의 피로와 
긴장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은 해당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여 앞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
응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미시
체계 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가정 내 혼란 척도
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개발되었다. 거주 공간으로서 집
은 장기간, 매일 머무는 공간이며 사적인 영역으로, 개
인의 거주 공간 및 가정환경에 대한 보고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되기 어렵다. CHAOS를 개발한 Matheny
와 동료들(1995)은 척도 개발 과정에서 훈련된 관찰자
가 가정을 방문하여 측정한 환경적 혼란 점수(Purdue 
Home Situation Inventory; PHSI)와 CHAOS 점수
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PHSI는 물리적 미시환경과 사회적 미시환경을 
측정한다. 물리적 미시환경은 형제‧자매 수, 방:사람 비
율,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시간, 소음 수준, 집 안의 사
람 수 등 측정하며, 사회적 미시환경은 언어적‧신체적 
방해, 상호작용, 명명된 물건의 수 등을 측정한다. 본 연

구는 제 3자의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가정환경 요소를 
CHAOS 점수와 비교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자의 방문 없이 연구 참여자가 객관적
으로 보고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 자녀의 수, 방
의 개수, 방의 개수 대비 가족 구성원 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하여 CHAOS 점수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기보고식 척도가 필연적으로 갖는 단점인 주
관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다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통행량, 혼잡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거주 공간의 면적, 개별 가
족 구성원이 집에 머무는 시간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면 거주자 1인 당 면적, 평일 및 주말 오
전‧오후별 사람통행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영유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영유아의 발달 특성 상 양육 
및 돌봄 요구가 많은 상태이며 자녀가 발달함에 따라 
그 요구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양육으로 인한 삶의 변화
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37][38]. 영유아 자
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등장으로 물리적 환경에도 변
화가 생기며 시간적‧물리적 체계 역시 자녀의 수면패턴
과 생활리듬에 맞추어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자는 가정 내 혼란이 영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대상을 영유아 어머니로 한
정하였다.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간이며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척도를 다양한 연령 및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내 혼란은 주로 아
동, 부모,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반면, 가정 내 혼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물리
적 가정환경이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기
도 하지만, 각 가정의 혼란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역
시 인간이다. 거주지역의 특성(예: 공항, 고속도로, 운동
장 근처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및 거주지 면적, 사람 
수와 같은 객관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내 구성원의 성
격적 특성,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동과 같은 심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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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들이 가정 내 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후속 연구에서 가정 내 혼란의 원인변인을 탐색
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찾는다면, 물리적 가정
환경의 혼란으로 인한 개인의 부적응적 발달을 보다 효
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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