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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hanges in parenting competency, parenting environment, and 
parenting stress by developing and applying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based on the social support 
intervention model for mothers with infants. Methods: In this experimental study, mothers with infants of 8~12 weeks 
old were recruited. 23 mothers were selected for analysis (1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2 in the control group). 
The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was provid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seven sessions with 120 minutes 
per session.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that the parenting competency and parent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mmediately after intervention. In 
the case of parenting environment, it was found to have a lasting effect until the point of further investiga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as a social support intervention strategy for mothers rearing up 
infants is effective intervention in a universal context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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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육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과거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는 양육법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통해서 대

를 이어 전수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

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양육법의 의미가 흐려져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일차적인 책임을 어머니에게 두고 있고, 출산 후 

어머니는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는 양육자 관련 속성을 제대

ⓒ 2021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http://jkachn.org

https://orcid.org/0000-0002-5762-7993
https://orcid.org/0000-0002-2745-5107


 Vol. 32 No. 1, 2021 4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 양육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

다[1].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어머니 스스로 자

신을 돌볼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어머

니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을 할 수 있는 양육환경도 제

공해 줄 수 있다[2]. 양육역량이 부족한 어머니는 자녀의 반응

이나 신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자녀의 욕구를 제때에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녀의 건강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이는 이후 자녀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3]. 또한 양육의 어려움은 어머니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하며 이로 인해 좌절감, 우울, 무력감, 죄책감, 부담감 등

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역

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 ․ 발달하

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와 관련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양육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양육지지는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개입으로써 자녀의 사회

적, 신체적, 정서적 안녕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줄이고 보호 요

소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4]. 이러한 양육지지는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때 어머니에게 더욱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지

를 제공할 수 있다[5]. 특히 양육지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로서의 

집단지지를 활용하는 경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들에

게 사회적 연결망을 조성하여 건강한 양육행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집단지지 프로그램은 처음에 전문가가 직접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지지를 제공하다가 집단 구성원들 간의 

활성화 움직임과 역동성이 보이면 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조모임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6].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서 간호사는 어머니와 자녀를 만

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필요와 요구를 

탐색할 수 있으며[7], 동료 어머니는 양육에 관한 경험 공유, 자

신감 형성, 불안 감소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8]. 

즉, 이러한 전문가인 간호사 지지와 동료 어머니 지지는 사회

적 지지의 기능인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

하여 이를 통해 양육역량과 양육환경이 향상되고, 양육 스트레

스가 감소될 수 있다. 

스웨덴과 호주의 빅토리아 주, 뉴사우스웨일 주의 경우 초보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9,10],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

한 자신감 향상, 정신건강 향상, 모아 상호작용 향상 등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국내의 경우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

업’에서 간호사의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양육지지 모임인 

‘엄마모임’을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11]. 또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

그램 대상자로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12], 미숙아를 둔 어머

니[13]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초보 어머니를 대상

으로 한 경우[14] 통합적인 양육지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

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편적 상황에서 영아

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수행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편, 국내에서 부모 교육, 양육 정보 제공, 양육 상담을 활용한 제

도화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의 교육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Oh [6]의 간호중재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개입 모델을 기

반으로 사회적 지지 구조 측면(전문가 지지와 동료 지지)과 사

회적 지지 기능 측면(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을 

활용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양육역

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이 양

육역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가설 1.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

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이하 대조군)보다 양육역

량 점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양육환경 점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가 더 감

소할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지지 집

단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어머니의 양육역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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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nonequivalent control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서 출산한 어머니로서 출산 후 8~12주의 초

기 영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선정기준은 만 20세에서 만 5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어

머니, 연구대상자 선정 시점에서 8~12주 초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신체적 ․ 정신적 건강 관련 진단을 가지지 않은 어머

니, 자녀가 특정 진단으로 인하여 일주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

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를 사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필요한 표

본 크기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각 군당 10명(유의수준 .05, 검

정력 .80, 효과크기 .30)이 산출되었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G보건소 영유아 건강 간호사들

에게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사들이 먼저 어머니들에게 간략하

게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고, 연구참여에 관심을 보인 어머니들

의 명단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연구자가 어머니들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여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

였다. 총 35명의 명단을 받아 참여 의사를 재확인한 결과 실험

군 16명, 대조군 1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사전 조사에 참여하였다. 시간상의 문제, 연락 두

절 등으로 인하여 실험군 14명, 대조군 12명이 사후 조사와 추

후조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양육지지 집단 프로

그램 참여율 70% 이상 기준을 고려하여 실험군 11명, 대조군 

12명으로 총 23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실험도구: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Oh [6]의 간호중재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지

지 개입 모델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양육역량 향상, 양육환경 

향상, 양육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주 1회 2시간씩 총 7회기로 구

성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제공하

는 간호중재를 의미한다. 

2) 측정도구

(1) 양육역량

Goldfeld 등[15]의 modified Parent Enablement Index 

(PEI)를 Khang 등[11]이 번역한 ‘양육역량’ 척도를 사용하였

다. ‘매우 잘하게 됨’을 2점, ‘잘하게 됨’을 1점, ‘이전과 같거나 

더 못함’ 또는 ‘해당 없음’을 0점으로 계산하며, 총 6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Khang 등[11]의 연구에서 Cronbach’s ⍺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3이었다. 

(2) 양육환경

Bradley와 Caldwell [16]이 개발한 양육환경 검사(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

를 Lee 등[17]이 번역 및 수정한 도구인 ‘양육환경 자극 검사

(0~3세용)’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 하위 요인의 총 45문

항으로 구성된 면접 및 관찰 척도이다. 각 항목은 ‘예’는 1점, 

‘아니요’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기록하며, 총 점수의 합계 범

위는 0~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환경임을 의미한다. Bradley와 Caldwell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84였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는 .71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Matthey [18]가 개발한 ‘Being a Mother’를 Khang 등[11]

이 번역한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

(객관식 13문항,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 대부분 

또는 모든 시간 동안 그러하였다’라고 응답한 것은 0점, ‘예, 어

느 정도 시간 동안 그러하였다’라고 응답한 것은 1점, ‘아니요, 

별로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것은 2점, ‘아니요, 전혀 또

는 거의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것은 3점으로 채점된다. 

총 3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느

끼는 양육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atthey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 Khang 등[11]의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9였다. 

4. 연구진행

1)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계획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개발은 Intervention Mapping 

Protocol (IMP)의 6단계를 적용하였다[19].

(1) 1단계: 요구사정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국외[20] 및 국내자료[14]를 통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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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헌고찰 결과 보편적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5회기 

이상의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으며, 프

로그램 내용으로는 성장 ․ 발달과 관련된 놀이, 이유식 교육, 달

래기 및 재우기 교육, 안전, 어머니의 건강 돌보기 등에 대한 요

구도를 확인하였다. 또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과 어머니들이 직접 만들거나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행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 ․ 외 문헌고찰을 통해 보편적 상황에 있는 어머니

들을 위한 양육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1회기 120분

씩 7회기의 전문가 지지와 동료 지지를 활용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 프로그램 내용으로 발달 

놀이, 베이비 마사지, 이유식과 구강 건강관리, 안전, 아기의 신

호 읽기, 어머니의 신체적 회복 및 새로운 삶의 적응에 대한 프

로그램 내용이 필요함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며,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 과정

을 거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되어 이에 적절한 수행 전략을 모

색하였다. 

(2) 2단계: 목표설정

국내 ․ 외 문헌분석을 통해 영아의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그

리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양육역량이 필요하며, 

역량을 가진 어머니들은 실제적으로 양육행동으로서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양육행동의 질을 높이거

나 낮출 수 있는 요소는 양육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양육지지 집

단 프로그램에 양육역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문헌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양육지

지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어

머니들의 양육역량이 향상된다. 2) 어머니들의 양육환경 조성

이 향상된다. 3)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3) 3단계: 이론 기반의 중재방법 및 수행 전략 선택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h [6]의 간호중재방법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개입 모델을 활

용하였다. 양육지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활용은 

어머니들에게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구조, 기능, 평가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Figure 1).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적 지지 구조는 전문가 

지지와 동료 지지이다. 전문가 지지는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에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역할로서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

델링 등이 포함되었다. 동료 지지는 어머니들 간의 상호작용 역

할로서 매 회기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들은 약속을 이행하고 사

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이루어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

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적 지지 기능은 정보적, 

정서적, 도구적, 평가적 지지이다. 정보적 지지는 간호사가 제

공하는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며,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들

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얻는 사랑, 신뢰, 격려, 존중,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며, 도구적 지지는 간

호사가 어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평

가적 지지는 어머니들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을 기반으로 양육지지 집

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수행 전략으로 ‘행위기법’[21]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행위기법은 3단계(워밍업, 행위, 마무리)

로 구성되는데, 워밍업 단계에서 어머니들은 신뢰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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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아이스브레이킹 등을 활용하여 간호사와 동료 어

머니들과 신뢰 관계 및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행위 단계에

서 어머니들은 역할훈련, 기술훈련, 문제해결 기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어머니들은 만들어 보기, 그려 보기, 토의 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간호사와 동료 어머니로부터의 

모델링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마무리 단계에서 어머니들은 행

위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부분을 인식하며 생각과 느낌을 공유

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4) 4단계: 프로그램 내용 개발

초안으로 작성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교수 

1인과 영유아 건강 간호사 2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 

자문에서 어머니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시들을 설명하였다. 이에 어머니들이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장난감 만들기, 성장곡선 그래프 기록

지, 24시간 회상 그래프 기록지 등의 준비와 자리 배치도 등 어

머니들의 유대감 형성 강화를 위한 자문 내용을 참조하여 프로

그램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최종 개발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은 ‘정서적 유대감 형성, 신체발달: 발달 놀이, 정서발

달: 모아 상호작용1, 정서발달: 모아 상호작용2, 어머니의 건강

관리: 신체적 회복 및 새로운 삶의 적응, 신체발달: 이유식 준비 

및 구강 건강관리, 신체발달: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자조모

임 계획’이었다(Table 1). 

(5) 5단계: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 계획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적용 및 수행을 위해 S시 G보건소

의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 담당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일정을 논의하고 확인하였다. 양육지지 집단 프

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G구 보건지소 2층 모아 프로

그램실을 추천받았는데 이는 구분된 공간으로서 어머니와 영

아가 바닥에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며 모유 수유도 가

능한 장소였다. 또 원활한 교육을 위해 기본적인 물품(노트북, 

스크린, 빔 프로젝터, 필기도구, 전지, 체중계, 매트리스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그 밖의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마이크, 간단한 다과 등)과 각 회기마가 

필요한 물품(교육 자료 및 관련 물품)을 준비하였다.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단한 다과와 영아용 체중

계를 준비하였고, 어머니들의 자리 배치는 매 회기마다 다르게 

적용하여 어머니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시 각 회기마다 약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확보하여 수유 시간, 간식 시간, 화장실 다녀올 시간 등을 충분

하게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의 참여도

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매 회기 프로그램 시작 2일 전에 ‘시

간, 장소, 준비 물품’에 대한 문자 연락을 드렸다. 

(6) 6단계: 프로그램 평가 계획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평가는 양육역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 도구를 활용하였다. 양육역량과 양육 스트레스는 어

머니가 직접 작성하는 자가보고 설문지이었으며, 양육환경은 

연구자가 어머니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평가 시점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프로그램 시작 1주 전에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직후에 사후 조사를 수

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시점에 추후조사를 수행

하였다.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 단위 

접근을 고려하여 방문 날짜를 예약하였다. 방문하기 1~2일 전

에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방문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으며, 혹시 일정이 여의치 않는 어머니에게는 일정을 다시 조

정하여 방문 계획을 세웠다. 방문한 가정에서 나오기 전에 설문

지의 항목이 모두 기입되었는지 확인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시 순천향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후 자료수집과 중재를 수행하였다(IRB No.: 201906- 

SB-037-03).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절차,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여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사후 조

사 수행 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공유

하였고, 또한 어머니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

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산

출하였고,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x2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중재 직후의 종

속변수 차이 검증은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중재 직후, 중재 후 3개월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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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he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Session Strategy (min) Contents

1 Fellowship 
development

Emotional bond 
formation between 
group members

Warm-up (10) ․ Researcher's greeting
․ Introduce overall program content and schedule

Action (70) ․ Getting to know group members
․ Seeking consent for order of subjects
․ Setting the expected goals·rules
․ Recording the first meeting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other activities

2 Physical
development

Development play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 Talking of growth and development

Action (70) ․ Understanding growth and development
․ Checking weigh infants·drawing growth graphs 
․ Making toys to help development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planing of following week, other activities

3 Emotional
development

Mother-child 
interaction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 Talking of touch (skin-to-skin)

Action (70) ․ Understanding of touch (skin-to-skin)
․ Watching baby massage: preparation·mplementing baby massage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planing of following week, other activities

4 Emotional
development

Mother-child 
interaction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 Talking of baby's cues

Action (70) ․ Checking baby's cues · changing pattern
․ Drawing 24~hour recall schedule
․ Sharing difficulties · concern
․ Providing information of baby's cues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planing of following week, other activities

5 Mother's
health care

Physical recovery & 
adaptation of a 
new life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 Sharing experiences of child birth

Action (70) ․ Sharing experiences · coping ways of the new life, 
․ Exploring mother's health: checking body parts, sharing 
experiences of health care, applying hand massage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planing of following week, other activities

6 Physical
development

Solid foods & dental 
health care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 Talking of changed feeding 

Action (70) ․ Providing information of solid foods
․ Solid foods preparation by step: experiencing solid foods
․ Providing dental health care

Sharing (20) ․ Sharing the program, planing of following week, other activities

7 Physical
development

Safe parenting 
environment & 
plan of self-help 
group 

Warm-up (10) ․ Greeting, sharing experiences of the past week

Action (70) ․ Providing information for safe parenting environment checking 
the dangerous home environment

․ Planing for the safe parenting environment

Sharing (20) ․ Sharing experiences of the overall program
․ Checking the expected goals
․ Planing of self-help group
․ Oth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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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속변수의 정규성, 분산의 동질성 및 

구형성을 확인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사전 양육역량, 양육환

경,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의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종료 직후의 평가 시점에서 살펴보면, 사전 조사 

대비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양육역량 점수(Z= 

-2.72, p=.029)와 양육환경 점수(Z=-2.94, p=.003)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양육 스트레스 점수(Z=-2.56, p= 

.01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Table 3).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의 평가 시점에서 살펴보면, 사전 조

사, 사후 조사, 추후조사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환경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

나(F=291.98, p<.001), 집단 간(F=0.84, p=.371)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F=13.46, p= 

.001)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

역량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F=13.43, p<.001), 집단 간 차이(F=3.55, p=.074), 그리고 집

단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F=0.56, p=.539)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F=14.03, p=<.001), 집단 간 차

이(F=3.72, p=.067), 그리고 집단과 시간 간의 교호작용(F= 

0.02, p=.927)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지로서

의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양육역량, 양

육환경,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이에 양육역량, 

양육환경, 양육 스트레스가 중재 직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환경의 경우 중재 효과가 중재 후 3개월

까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양육역량에 대한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점수

가 좀 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추후조사(중재 후 3개월 시

점)에서는 두 군 간의 증가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지속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추후조사에서도 실험군은 유의미

한 증가를 보였으나, 대조군 역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

러한 변화 양상은 Heo 등[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양

육역량은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향상되

기도 하며 교육 등의 지지를 통해서 한층 더 향상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양육역량 향상은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

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실험군의 

양육역량은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제적으

로 직접 수행해 보고 계획하는 행위기법의 수행전략이 인지화

되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양육역량이 유의하

게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행위기법의 전략은 실

천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양육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양육 수행 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

한 선행연구[23]에서와 같이 양육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후조사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경

과하여 영아의 성장발달 특성에 따른 양육역량이 요구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에서 다룬 양육역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중재 후 3개월 시점에 평가한 추후조사 시기는 영아가 생

후 6개월로 접어든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더 많은 움직

임 등의 발달을 보이기 때문에 영아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양육역량이 다르다[24]. 실제 어머니들은 3개월까지 

수유의 간격과 수유 양, 재우기 등에 요구도가 높았다면, 3개월 

이후에는 발달과 이유식 등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25], 일반적으로 영아의 식습관, 문제 행동 등에 대한 상담이 

많은 시기임[26]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양육역량의 지

속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육환경의 경우 사후 조사와 추후조사 모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양육환경은 양육역량의 실행적 측면으로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양육을 제공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영아의 신체발달과 정서발

달과 관련된 요인들을 반영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에서 양육환경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평가는 아기가 생후 3개월과 생후 6개월이 된 시점에

서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시점에 양육환경을 평가한 선행연구

인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 산모에 대



 Vol. 32 No. 1, 2021 47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ity of Participants (N=23)

Variables Classification
Total Exp. (n=11) Cont. (n=12)

x2 or Z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35.26±3.65 33.82±3.57 36.58±3.32 -1.77 .077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2 (8.7)
21 (91.3)

 2 (18.2)
 9 (81.8)

0 (0.0)
 12 (100.0)

3.42 .336

Employment
before birth

Yes
No

20 (87.0)
 3 (13.1)

10 (90.9)
1 (9.1)

10 (83.3)
 2 (16.7)

2.53 .478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299

300~399
400~499
≥500

 453.04±187.63
 4 (17.4)
 4 (17.4)
 6 (26.1)
 9 (39.1)

 472.73±245.48
 2 (18.2)
 3 (27.3)
 2 (18.2)
 4 (36.7)

 435.00±121.99
 2 (16.7)
1 (8.3)

 4 (33.3)
 5 (41.7)

-0.16 .877

Religion Yes
No

14 (60.9)
 9 (39.1)

 8 (72.7)
 3 (27.3)

 6 (50.0)
 6 (50.0)

2.15 .643

Marriage period
(year) ≤1

2~3
≥4

 2.85±2.01
 8 (34.8)
 7 (30.4)
 8 (34.8)

 2.27±1.29
 4 (36.4)
 5 (45.5)
 2 (18.2)

 3.38±2.44
 4 (33.3)
 2 (16.7)
 6 (50.0)

-0.99 .318

First child Yes
No

21 (91.3)
2 (8.7)

 11 (100.0)
0 (0.0)

10 (83.3)
 2 (16.7)

3.16 .217

Planned pregnancy Yes (mother only)
Yes (mother&father)
No

1 (4.4)
20 (87.0)
2 (8.7)

0 (0.0)
10 (90.9)
1 (9.1)

1 (8.3)
10 (83.3)
1 (8.3)

1.14 1.000

Type of delivery Normal delivery 
Cesarean delivery

(planned)
Cesarean delivery

(emergency)

 9 (39.1)
 8 (34.8)

 6 (26.1)

 4 (36.4)
 2 (18.2)

 5 (45.5)

 5 (41.7)
 6 (50.0)

1 (8.3)

4.48 .123

Sex of infants Male
Female

 8 (34.8)
15 (65.2)

 4 (36.4)
 7 (63.6)

 4 (33.3)
 8 (66.7)

0.02 1.000

Type of feeding Breast feeding
Bottle feeding
Mixed

 8 (34.8)
 3 (13.0)
12 (52.2)

 4 (36.4)
 2 (18.2)
 5 (45.5)

 4 (33.3)
1 (8.3)

 7 (58.3)

0.76 .856

Infants age (week)
8
9
10
11
12

 9.73±1.21
 4 (17.4)
 5 (21.7)
10 (43.5)
1 (4.3)

 3 (13.0)

 9.54±0.82
1 (9.1)

 4 (36.4)
 5 (45.5)
1 (9.1)
0 (0.0)

 9.91±1.50
 3 (25.0)
1 (8.3)

 5 (41.7)
0 (0.0)

 3 (25.0)

6.77 .149

Partner support 16.48±4.25 17.09±4.72 15.92±3.90 -1.07 .284

Parenting competency  3.87±2.87  4.64±3.59  3.17±1.90 -0.90 .367

Parenting environment 29.96±2.33 29.55±2.81 30.33±1.83 -0.65 .514

Parenting stress 14.00±4.78 12.36±5.26 15.50±3.92 -1.43 .154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한 산후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결과와 일치한다[2,27].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사후 조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추후조사에서 두 군 간의 감소 양

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

러한 양육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 양상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가 높아져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고

[28], 초기 신생아의 시기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가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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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N=23)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Z p
M±SD M±SD M±SD

Parenting
competency

Exp.
Cont.

4.64±3.59
3.17±1.90

7.00±3.52
4.50±2.43

2.36±2.77
1.33±2.23

-2.72 .029

Parenting
environment

Exp.
Cont.

29.55±2.81
30.33±1.83

35.82±2.40
35.33±2.27

6.27±2.65
5.00±1.60

-2.94 .003

Parenting
stress

Exp.
Cont.

12.36±5.26
15.50±3.92

8.09±5.05
11.33±4.23

-4.27±4.58
-4.17±6.83

-2.56 .011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Table 4. Continuous Effects of Parenting Support Group Program (N=23)

Variables Group
Pre Post Follow up

Source  F p
M±SD M±SD M±SD

Parenting
competency

Exp.
Cont.

4.64±3.59
3.17±1.90

7.00±3.52
4.50±2.43

7.36±2.34
5.75±2.60

Group
Time
G×T

3.55
13.43
0.56

.074
＜.001

.539

Parenting
environment

Exp.
Cont.

29.55±2.81
30.33±1.83

35.82±2.40
35.33±2.27

38.18±2.09
35.92±0.67

Group
Time
G×T

0.84
291.98
13.46

.371
＜.001

.001

Parenting
stress

Exp.
Cont.

12.36±5.26
15.50±3.92

8.09±5.05
11.33±4.23

7.27±5.35
10.08±4.87

Group
Time
G×T

3.72
14.03
0.02

.067
＜.001

.927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한다는 결과도 있다[28].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측면으로 바

라볼 수 있다. 중재 직후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감소가 나

타난 것은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

성이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지지 여부, 모르는 것에 대한 걱

정, 예상치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

험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초기 양육 시기 동안에 사회 접촉의 

감소와 사회적 관계 결여로 인하여 외로움을 경험한다[29].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또래 

어머니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동료 지지를 활용하는 것

이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양육 스트레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둘

러싼 외부 환경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

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양육으로 인한 부담

감과 육체적 고통보다는 양육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감이 더 크

게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30]과 이 시기가 

어머니가 되어가는 적응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양

육하는 법을 터득하는 시기이므로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의 지속효과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

니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어머니들이기 때

문에 이들은 양육을 더 잘 수행하고 싶은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

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프로그램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어서 선택 편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

나 본 연구자는 대조군 어머니들에게도 중재 후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였던 내용을 공유하여 선택 편중을 줄이

려고 노력하였다. 또 양육환경 조사 도구는 직접 관찰하여 조사

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자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결과 편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럼에도 결과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HOME 평가 도구 사용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또 방문 가능한 

날짜를 결정할 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방문 날짜를 예약하였다. 그리고 방문가정에서 나오기 전에 질

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모두 기입하고 답변을 작성하여 결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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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호이론 측면에서는 보편적 상황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지 기반 중재 프로그

램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 보

편적 상황에서 자녀 양육지지를 위한 중재연구의 확대가 필요

하며, 집단 프로그램 이후의 자조모임의 효과 평가 연구도 필요

할 것이다. 지역사회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역사

회에서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차원에서의 영유아 건강간

호 실무 개발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의 양육지

지 집단 프로그램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 적용해가

야 할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전문가 지지와 

동료 지지를 활용한 사회적 지지로서의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

과, 양육지지 집단 프로그램 중재 직후 어머니들의 양육역량과 

양육환경은 증진되었고,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었으며, 양육

환경의 경우 추후조사 시점까지 지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보편적 

상황에 있는 어머니를 위한 양육지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며 이는 지역사회 내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지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양육을 경험하는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러한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간호사가 촉진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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