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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경시적 자료 분석- -

연구 배경 및 목적 : 양육 스트레스는 여성의 정신건강과 자녀의 성격 성,

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고 나, ,

아가서는 여성이 후속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 저하

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대처자원 중 하나로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부적 상관관계에 대해 논해진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자료를 이용한 단기간 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두 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고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조사를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 중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가 측정된 차 년도(PSKC) 1 (2008)

부터 차 년도 까지의 총 개년도의 반복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8 (2015) 8 1 ~8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체 표본 명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대상. 2,150

자 명과 주요 변수인 양육 스트레스 변수가 모든 년도에서 결측인 대상자921

명을 제외한 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2 1,227 .

로 양육 스트레스를 주요 관심 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 ,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 요인 아, , ,

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종단적 자료의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계층별로 카이제곱 검정 피셔의 정확도 검정 크루스칼, ,

왈리스 검정을 통해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에 사회적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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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 부터 가족요인. model 1

을 추가한 건강 요인을 추가한 아동 요인을 추가한model 2, model 3, model

모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각각의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은4 .

로 시행되었다SAS version 9.4 .

연구결과 :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계층은 그룹3 (Low, Moderate, High),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계층은 그룹4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이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High-declining, Stable High) .

지는 자녀가 세부터 세가 될 때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양육1 4 ,

스트레스 또한 자녀가 세부터 세가 될 때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5 8

다 다변수 분석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양육 스트레스는 사회적지. ,

지 학력 결혼 만족도와 남편 양육 참여 아동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 , ,

정서성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하위 분석 결과 연령이 많. ,

은 군과 학력이 더 낮은 군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결론 : 이 연구는 반복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였

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하지만. ,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더 크게 감소하며 학력 결혼만족도 남편 양육 참, ,

여 아동의 기질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학령, . ,

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

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

한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건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폭 넓게 포함하고 구체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핵심어 사회적지지 양육 스트레스 인구사회학적가족건강아동 요인 집단중심추세모형 선형혼합효과모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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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1. 연구 배경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지만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고된 일,

이기도 하다 전영자 부모는 이처럼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에 대( , 1996).

한 책임감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로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개인적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경제. ,

적 부담 신체적 피로가 증가하게 된다 박영아 특히 다양한 방면에서, ( , 2005).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한 이전보-

다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가 되었고 부모 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

었다 박해미 이렇듯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부모 역할을 수행( , 1994).

하는 과정에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양육 스트레스라고 한다(기쁘다,

재인용2019 ).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성격 특성과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영미 특히 어머니가 경험하는 긴장감은 자녀의 발달뿐만이 아( , 1995).

니라 가정생활에도 부정적 결과를 미치게 된다 박영아 양육 스트레스( , 2005).

는 부모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

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방식 또는 태도를 갖게 한다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

낄수록 어머니는 주변 자극에 취약해지고 보다 쉽게 예민함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 불편감이 커지고 이것이 양육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성(

숙 이지연 부정적 양육 태도는 자녀의 문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 2020).

된다 한지영 이내영 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령 전기. , (2019) ,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데 양육

스트레스가 큰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유능감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위축되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자체로 부모는 스트.

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자녀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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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박해미 에 따르면 부모 모두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어머니가(1994) ,

양육행동에서 아버지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하다는 전통적 가치관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취,

업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큰 역할갈등을 겪는다 정문숙 정( , 2001;

지연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년 기준 약 로, 2008). 2018 52.9%

여성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 중으로 년 이전 이하였던 것에 비1999 50%

해 꾸준히 증가하여 초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이처럼50% ( , 2019).

사회적 인식 등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다른

주요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평균 인 것에 비하면 여성의OECD 60.1%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이유.

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고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로는 년 기준으로 육아 가 로 가장 많다 통계청 경2019 ‘ ’ 38.2% ( , 2019).

력단절의 사유 중에서 육아와 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 ,

유가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64.9%

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육아 의 이유로. ‘ ’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결혼 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 ’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맞벌이 가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여성이 육아

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육아에 대.

한 부담 즉 양육 스트레스는 여성이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

움을 겪게 한다 더불어 양육을 통해 경험하는 부정적 상황과 스트레스는 부. ,

모로 하여금 후속출산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장기적인 면에,

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점.

점 고령화속도가 빨라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윤주 등 에 따르면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을 직접 유(2012)

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 안정성을 낮춤으로써 우울을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높은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서 우울 평균 점수가 중증도 우울 상태,

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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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처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위기나 역.

경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주요 대처자원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요인이다 이선아( , 2014). 여러 선행 연

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

고되는데 손수민 은 어머니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어(2010)

머니 역할에 대한 지지와 양육의 고충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얻게 되면서 양

육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보고하였으며 엄세진 은 자녀 양육에 있어 주(2014)

위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원이 제한된 제한의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도, ,

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가족의 구조 또한 많이 변하

였는데 대가족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가족 구성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여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일터에 나가있는 여성은. ,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 육아지원 서비스에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 ,

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휴가를 써야하거나 다른 지원 서비스를 알아봐야하

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주위의.

지원은 여성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결 낮춰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여성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자료를 이용한,

단기간의 연구로 일시적 효과에 대한 영향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사. ,

회적 지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나 그 수가 적고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진희 이( , 2016)

처럼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 조사를 통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영

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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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2.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 중 차 년도 년 부터 차 년도1 (2008 ) 8 (2015

년 까지 개년도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세의 자녀를 둔 어) 8 1~8

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모형 을 이용하여 사,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

회적지지 수준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잠재 계층을 각각 탐색하고 각

잠재 계층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지지 수준과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각 잠재 계층별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선형혼합모형 을 이용하여 사회적지, (Linear Mixed effect Model: LMM)

지 및 인구사회학적 가족 건강 아동 요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

에 대해 다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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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고찰3.

가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이라는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로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 또는 부담감으로 정의된다,

고성혜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 1994).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

레스이다 이정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일생의 큰 사건이나 사고에( , 2003).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가족에게서 중요한 생활사건은 자주 발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의 축적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김기현 강희경( , , 1997).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은 요인의 특성에 따라 자Abidin(1992)

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 상황과 관련된 특성으로 구분, ,

하였다 박영아 재인용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중 자녀가 가지( , 2005 ).

고 있는 특성에 대해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고성혜 는. (1994)

자녀의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는 없

지만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영아, .

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2005)

없었지만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남아를 둔 어머니가 여아를 둔 어

머니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양.

육 스트레스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차이는 없다고 한 연구 결과도 있어 양육 스트

레스에 대한 자녀의 나이와 성별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여럿 확인되

었다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자녀 특히 영아인(Anderson LS., 2008; , , , 2020). ,

자녀의 기질에 대한 영향으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

스가 낮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엄(

세진 이희정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2014; , 2015; , , , 2020).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박영아 는 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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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연령과 학력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지만 어,

머니의 직업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다고 하였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머니

들이 기능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와 비취업모보다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업 여부에 대해서 김민정 등 은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양(2020)

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 특히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타인양‘

육에 대한 죄책감 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취업 여부 또한 양육 스트레스’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 또한.

영향 요인일 수 있는데 은 건강 상태가 나쁜 부모가 더, Anderson LS.(2008)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고성혜 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1994)

튼튼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고 하였으며 이는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연관성이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양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역

할 수행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상황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박영아 가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 (2005)

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

는 소득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 과정에서 대체 인력 또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고성혜 의 연구. (1994)

에서는 가계소득이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배우자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결혼 만족도와.

부부갈등 부의 양육 참여 등이 확인되었다 윤지원 등 은 결혼생활에, . (2009)

대한 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

다고 하였으며 이희정 은 부부갈등이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2015)

친다고 하였다 엄세진 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2014)

스트레스는 낮다고 하였지만 차삼숙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양(2005)

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배우자의 양육 참여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 어머니의 연령 학,

력 소득 수준 취업 여부를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 부의 양육 참여와 아, , · ,

동의 기질을 가족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건강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건강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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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는 건강 행위 요인으로 음주 여부와 흡연 여부를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리

적 정신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발달과 적응

을 건강히 이뤄낼 수 있게끔 한다 민민희 이순형 이옥경 사회적 지( , , , 2005).

지에 대한 개념은 이전부터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 중 등, Kaplan

은 사회적 지지에 대해 개인이 의지할 수 있으며(B.H.Kaplan et. al., 1977)

개인으로 하여금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 ,

람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선아 는 개인이 물질적 정신적 안정 또는 향상을 위해 사회적 관계로부(2014) ·

터 여러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지원 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이나 친구 이웃 기타 주변인들로부터(1985) , ,

제공받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를 크게 네 가지 범주

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직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구체, , , .

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 , , ,

하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신 일을 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

한 때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는 물질적지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

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평가적 지지를 의미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위기 또는 역경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대처자원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건강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선아 이경주 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 , 2014). (1997)

레스의 지각을 줄이는 예방적 차원과 지각된 스트레스로부터 병리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적 차원에서 개인이 적응을 하기 위해 유용한 사회적 대처자

원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대처자원으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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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우울이나 자살 생각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강승호 등 은. (2011)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엄태완 등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008)

에서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갓. ,

출산한 여성은 산후 우울증에 걸리기 쉬우며 이는 태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적 지원이 이 시기 여성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가정에 미치는(Milgrom J et al., 2019).

긍정적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는데 가족 구성원 외에서 받는 사,

회적 지지가 가족 내 요인 예를 들면 빈곤한 가정환경 또는 어머니의 과도한,

시청 등이 미취학 아동의 시청 시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TV TV

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도 있었다 또한(Li K et al., 2013). ,

최미경 김분한 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2004) ,

높을수록 건강행위 실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개인의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

양육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게 하고 이를

통해 부모역할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결과로 긍정적인 양육 행,

동을 일으키게 한다 유우영 이숙( , , 1998).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

적인 영향요인으로서의 연구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엄세진 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 (2014)

레스가 낮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지원이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지게 하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선아 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2014)

서도 사회적 지지를 매개효과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취업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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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 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양육(2008)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또한 사회적 지지의.

체계와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남편 비공식망 공식망 중 남편이 제공하는, ,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은 한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시행한 자폐 스.

펙트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의 완충 작용을 한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Zeng S et al.,

2019.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양진.

희 는 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2016) 4

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

어보아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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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Ⅱ

1.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의 차(PSKC) 1

년도 년 부터 차년도 까지의 총 개년도의 반복 측정된 자료를 이(2008 ) 8 (2015) 8

용하여 세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미1 ~8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며 흥미 변수는 사회적,

지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외 통제변수로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

관련 요인 건강 요인 아동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 , .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득수준 취직 상태를 포함하였으며 가족, , , ,

관련 요인으로는 결혼 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갈등을 포함하였고 건, , ,

강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유무를 아동요인으로는 아동의 기질 정서성 활동, , ( ,

성 사회성 을 포함하였다, ) .

시간에 따라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 에서 시간에 따른(Longitudinal data)

변화 과정이 유사한 집단을 묶어 최적의 집단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잠재

계층을 찾고 잠재 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모

형을 이용하였다 이 때 사회적지지 수준에 대한 집단중심추세 분석은 차. , 1

년도부터 차 년도 까지의 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4 4 ,

대한 분석은 차 년도부터 차 년도 까지의 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잠재5 8 4 .

계층별 일반적 특성과 계층 간 차이에 대한 분석하기 위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과 카이스퀘어 검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 측정된 자료의 상관. ,

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

혼합효과모형 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은(Linear Mixed effect Model: LMM) .

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SAS 9.4 p-value<0.05

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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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표본 선별(PSKC)

사회적지지 변수가 측정된 차 년도 차 년도 자료와( 1 -4

양육스트레스 변수가 측정된 차 년도 차 년도 자료를 이용5 ~8 ,

전체 대상자 중 자녀와 동거 중인 어머니 선별)

↓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 요인 아동 요인

연령 학력, ,

가구 월 소득,

취직상태

결혼 만족도,

부의 양육 참여,

부부 갈등

음주 흡연,

아동의 기질

정서성( ,

활동성,

사회성)

↓

집단 중심 추세 모형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 계층 그룹화

차년도 차년도 자료(1 ~4 )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 그룹화

차년도 차년도 자료(5 ~8 )

잠재 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그룹 간 차이 확인

↓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에 대한

종단적 요인 분석 혼합효과모형( )

모델 인구사회학적 요인1.

모델 모델 가족 요인2. 1 +

모델 모델 건강 요인3. 2 +

모델 모델 아동 요인4. 3 +

그림 연구 모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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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2.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PSKC)

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차 년도 년 부터 차 년도 년 까지. 1 (2008 ) 10 (2017 )

현재 총 년간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로 신생아 시기부터의 성장 과정을10 ,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발달 및 생활 특성을 파악하고 성장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에서 모집단은 년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PSKC) 2008

상으로 한다 표본 구축을 위해 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분만 건수가 건. 2006 500

이상인 전국 의료기관에서 년 월부터 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2008 4 7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하.

였고 총 가구의 예비 표본 가구의 원표본 예비 표본 중 차년, 2,562 , 2,078 , 1~3

도 조사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가구를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예비2,150 .

표본 추출을 위해 먼저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는데,

연간 분만건수가 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개 권역 서울 경인 충청 강원500 6 ( , , / ,

경북 경남 전라 층으로 나눈 뒤 각 층 내에서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 , ) ,

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해서 개의 의료기관을 추출하였다30 .

이후 개의 추출된 의료기관에서 조사 참여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30

여 명의 신생아 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이 때 연구 수행 상2,562 . ,

윤리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산모가 만 세 이하인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18 ,

이 불가한 경우 산모가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산모나 신생아가 심, ,

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생아가 입양 예정이거나 다태아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차 년도에 구축된 가구를 원 표본으로 하고 이후 차 년도에 가구1 2,078 2 52 ,

차 년도에 가구를 추가로 표집하여 예비 표본 중 차 년도 조사에 한번3 20 1~3

이라도 참여한 가구를 전체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전체 표본 가구2,150 . 2,150

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실사 대상은 신생아와 아동의 주 양육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추적은 전체 표본 가구를 기본으로. 2,150

하며 추적 기준은 패널 구축 당시 대상이 된 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이혼 분, ,

가 등의 사유로 패널 아동과 분리될 경우 패널 아동이 사망한 경우 패널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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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유학 이민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패널 가구의 강력한 표본 이, ,

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을 중단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 2016).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개년도 자료 중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과 양육 스10

트레스 수준이 측정된 차 년도 년 부터 차 년도 년 까지의 개년도1 (2008 ) 8 (2015 ) 8

반복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 수준 척도 설문지가 동일한 차. 1

년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와 양육 스트레스 척도 설문지가 동일한 차 년4 5

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 즉 총 개 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8 , 8 .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의 인적

사항과 연구 목적 등에 대해 입력 후 한국아동패널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차 자료를, . 2

이용한 연구로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은 생략하였다.

연구 대상3.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의 전체 표본 명의 대상자 중에서 연구목적에2,150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는 동거하는.

상태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개년도 자료에서 모두 자녀와 동거인 경우만 포8

함하였다 따라서 자녀와 비동거 상태인 대상자 명을 제외하였고 종속변수. 921

인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차 년도에서 차 년도까지 개년도 자료에서 모두5 8 4

결측치인 명을 제외하여 최종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림2 1,22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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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 조사(PSKC)

차 차 자료 중 전체표본1 ~8

예비표본 중 차 년도 조사에( 1~3

최소 한번 이상 참여한 대상자)

명2,150

최종 연구 대상자

명1,227

그림 연구 대상2.

자녀와 동거 중인 대상자

명1,229

차 차 자료에서1 ~8

자녀와 비동거 상태인 경우 제거

명921

차 년도 차 년도에서5 ~8

양육 스트레스 변수 모두 결측 제거

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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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변수4.

가 종속변수.

양육 스트레스1)

종속변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으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점수로 나타내,

었다 한국아동패널 원 자료에서 김기현 강희경 이 개발한 양육 스. ‘ ’ , (1997)

트레스 척도를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

의 도구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이 하(1997) 3 ,

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를 발췌하여 일부‘ ’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1 , ‘

점 별로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대체로 그렇다(1 )’, ‘ (2 )’, ‘ (3 )’, ‘ (4

점 매우 그렇다 점 의 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범위)’, ‘ (5 )’ 5 Likert .

는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11-55 ,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 문항은 표 과 같다. 1 .

표 양육 스트레스 척도 문항1.

문항 내용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

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

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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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심변수.

사회적 지지1)

이 연구에서 관심변수는 사회적지지 수준으로 한국아동패널 원 자료에, ‘ ’

서 이재림 의 논문을 출처로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사회적 지원 정(2001)

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의 문항은 총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정. 12 ,

서적지지 문항 도구적지지 문항 사교적지지 문항 정보적지지 문항의2 , 3 , 4 , 4 4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 척도로 주어진 보기는 전혀 그. 5 Likert ‘

렇지 않다 점 별로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대체로(1 )’, ‘ (2 )’, ‘ (3 )’, ‘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 범위는(4 )’ ‘ (5 )’ . 12-60

점이며 문항 전체의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 척도 문항은 표 와 같다2 .

표 사회적 지원 척도 문항2.

문항 내용
하위

영역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정서적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사교적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정서적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도구적

6 큰 일 잔치 김장 등 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 ) . 도구적

7 중요한 일 주택구입 등 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 . 정보적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적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정보적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사교적

11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사교적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사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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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 통제변수. ( )

인구사회학적 요인1)

연령①

어머니의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 이하 대 대, 20 , 30 , 40

이상의 세 가지 변수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학력②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 , ,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해당없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 ,

데 대상자 중 무학인 경우는 없으므로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즉 고, ~ ,

등학교 졸업 이하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두 가지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소득 수준③

소득 수준은 월 평균 가구 근로 소득으로 원 만원 이하부터 만, 0 , 1-100 100

원 단위씩 구분하여 만원 이상까지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1000 12 .

에서는 년 우리나라 인가구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인 만원을2019 4 461.4

고려하여 만원 이하인 작음 만원 이상의 높음 의 두 가지 그룹400 ‘ ’, 400 ‘ ’

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취직 여부④

어머니의 취업 학업 상태는 취업 중 학업 중 미취업 미학업의 세 가지/ , , /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 중과 학업 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취업 학, /

업 중인 그룹과 미취업 미학업 그룹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가족 관련 요인2)

결혼 만족도①

원 자료에서 가 사용한 도구인 결혼 만족도Chung, H. (2004).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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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수를 활용Kansas Marital Saticfaction Scale, RKMSS)

하였다 이 도구는 총 개 문항의 점 척도이며 보기는 매우 불만. 4 5 Likert , ‘

족 점 부터 매우 만족 점 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점이다 점수(1 )’ ‘ (5 )’ 4-20 .

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의 양육 참여②

원 자료에서 홍성례 가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1995)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홍성례 가 개발한 남편. (1995)

의 가족역할수행을 측정하는 총 개의 문항 중 부모역할 을 측정하는 문33 ‘ ’ 6

항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 로 명명한 도구로 총4 ‘ ’ , 4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 척도로 각 항목 당 전혀 그렇지 않다, 5 Likert ‘ (1

점 부터 매우 그렇다 점 의 가지 보기가 주어진다 가능한 점수 범위)’ ‘ (5 )’ 5 .

는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4-20

다.

부부 갈등③

원 자료에서 정현숙 과 등 의 논문을 출처로(2004) Marmkan, H. (1994, 2001)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등에 의해 개발된 도. Markman

구는 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 로 문항이 제작되었으나 본8 ‘ ’ ‘ ’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점 척도로 수정되었5 Likert

다 도구는 총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8 , ‘

점 별로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대체로 그렇다(1 )’, ‘ (2 )’, ‘ (3 )’, ‘ (4

점 매우 그렇다 점 의 보기가 주어지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점)’, ‘ (5 )’ 8-40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건강 요인3)

흡연①

흡연 여부는 현재 담배를 피우는 그룹과 피우지 않는 그룹의 개 그룹을 유2

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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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②

음주 빈도에 대한 변수는 월 회 이하 월 회 주 회 일주일에 회1 , 2~4 , 2~3 , 4

이상 최근 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의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회, 1 5 . 1

이하와 월 회 그룹을 가끔 마시는 그룹으로 주 회 그룹과 일주일에2~4 , 2~3 4

회 이상 마시는 그룹을 자주 마시는 그룹으로 묶어 최근 년간 전혀 마시지1

않는 그룹과 함께 개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3 .

아동 요인4)

아동의 기질①

원 자료에서 등 과 등 의 연구를Buss. A. H. (1984) Mathiesen, K. S. (1999)

출처로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문항. 20

으로 이루어진 점 척도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가지 하위5 Likert , , ,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 영역 문항 활동성 영역 문항 사회성 영. 5 , 5 ,

역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점10 , ‘ (1 )’,

별로 그렇지 않다 점 보통이다 점 대체로 그렇다 점‘ (2 )’, ‘ (3 )’, ‘ (4 )’,

매우 그렇다 점 의 보기가 주어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성 영역은 아‘ (5 )’ .

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고 활동성 영역은 아동이 움직이

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며 사회성은 아동이 타인과 잘 어

울리고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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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변수의 정의3.

 년도 모두 자료 수집된 항목2012, 2013, 2014, 2015

구분 변수명 내용

관심 변수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척도를 통해 측정된 점수‘ ’

독

립

변

수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연령 대 이하 대 대 이상20 , 30 , 40

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가구 월 소득 작음 만원 이하 높음 만원 이상(400 ), (400 )

취직 여부 취업 학업 중 미취업 미학업/ , /

가

족

요

인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도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점수‘ ’

남편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

점수

부부 갈등 부부 갈등 척도를 이용해 측정된 점수‘ ’

건

강

요

인

음주
마시지 않음 가끔 마심 월 회 이하, ( 4 ),

자주 마심 주 회 이상( 2 )

흡연 비흡연 흡연,

아

동

요

인

정서성
아동 기질의 하위영역인 정서성 항목을 도‘ ’

구로 측정한 점수

활동성
아동 기질의 하위영역인 활동성 항목을 도‘ ’

구로 측정한 점수

사회성
아동 기질의 하위영역인 사회성 항목을 도‘ ’

구로 측정한 점수

종속변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통해 측정된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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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5.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차 년도 년 부터 차 년도‘ ’ 1 (2008 ) 8 (2015

년 까지 개년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을 위해) 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4 version .

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대상인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변화 패턴이 유사한 집단과 양육 스트레스 변화 패턴이 유사한 집단을 탐색하

여 잠재 계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 (Group-based

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변동 추세를 분Trajectory Model) .

석하는 준모수적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

고 각 집단이 나타내는 추세의 형태를 추정한 뒤 집단수와 자료와의 최적의, ,

적합도를 갖는 집단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윤미례 김태일 민현주 이수경(Nagin, 1999; , , 2016; , , 2018).

     ⋯ 는 기간에 걸쳐 개별 에 대한 종단적 측정값을T 𝒊

나타내며 는 의 확률을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집단중심추세모형의 기,

본 모형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개별 가 특정집단𝒊 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하며 는 특

정집단 에 대한 확률을 의미한다 즉 위의 수식에 따르면. , , 는 개인이

특정집단에 소속될 확률과 특정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종속변수 확률밀도

함수 곱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Jones and Nagin, 2007; 민현주 이수경, ,

종속변수 확률밀도함수인2018).  는 매 시점마다의 해당 확률밀도함수

의 곱인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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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중심추세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자료 형태에 따라 다른 모형을 적용하

는데 종속변수의 형태가 단위기간 내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는 영과잉 포아송,

자료인 경우 모형 을 이용하며 이분형 자료ZIP (Zero-Inflated Poisson model)

인 경우 이분형로짓 모형 을 적용한다(binary logit based model) (Jones,

민현주 이수경 또한 연속형 자료는 중도Nagin and Kathryn, 2001; , , 2018). ,

절단 모형 을 이용하는데 이 모형은 주어진 그룹 내(Censored normal model) ,

에서 심리 척도 자료의 조건부 분포를 모델링하기에 유(psychometric scale)

용하다(Jones, Nagin and Kathryn, 2001).

집단중심추세모형에서 각 개인의 궤적이 자료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최

적의 집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량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을 이용하는데 최적의 집단 수를 도출하기 위해 개의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1

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다 윤미례 김태일 민현( , , 2016;

주 이수경 정주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노언경 홍세, , 2018; , 2018). BIC ( ,

희, 2009).

  log  log

값이 에 가까울수록 즉 가 커질수록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며BIC 0 , BIC

이는 모형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함을 의미한다 노언경 홍세희 본( , , 2009).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 계층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

중 차 년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을1 4 ,

탐색하기 위해 차 년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5 8 ,

로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변수를 이용하였으므

로 절단 정규 분포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정(CNORM) .

의 유의성은 가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P-value 0.05

였다.

둘째 차 년도 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탐색된 잠재 계층별로, 5 (2012 )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잠재 계층별 통계적 차이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주형 자료는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는데 기대

빈도가 보다 작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시행하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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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속형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비모수적 방.

법인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정의 유의성은 가. P-value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0.05 .

셋째 사회적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Linear Mixed effect Model) .

반복측정 자료는 관측값들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고 동일한 분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선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용희 선형 혼합( , 2010).

효과 모형은 고정 효과와 임의 효과 모두를 고려한 모형으로 단순 선형 모형,

의 제한점을 보완해준다 고정효과는 종속변수 추정에 있어 주요 변동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의미하며 임의효과는 고정된 값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그 효과가 관측 대상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값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진주리 이 모형의 기본적인 수식을( , 2019).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는 고정효과의 회귀계수를 나타내는 의 모형 행렬을, 는 임의효과의 회

귀계수를 나타내는 의 모형행렬을 의미하며 는 오차를 의미한다 이영조( ,

모형 선택 기준으로는 을 이용하였2015).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는데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민, AIC (

인경,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한 자료로 반응 변수의

독립성을 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 변수들 간 상관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수.

준에 따른 잠재 계층 별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차 년도부터5

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적지지 변수를 고정 효과로 두고 연구 대8 .

상자들의 개별 특성을 임의 효과로 두었다 연구 모형은 총 개로 구분하여. 4

분석하였는데 모델 은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모델, 1

는 모델 에 가족 요인을 추가 모델 은 모델 에 건강 요인을 추가하였고2 1 , 3 2 ,

모델 는 모델 에 아동 요인을 추가한 후 통제하여 각 요인이 양육 스트레스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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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통제변수는 년부터 년. , 2012 2015

까지 모두 측정된 음주 흡연 취업여부는 시간 의존적으로 보정하였으나 이, ,

외의 변수들은 매년 측정이 되지 않아 기준선 보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찬가지로 통계적 검정의 유의성은 가 미만일 경우 통계적인 유p-value 0.05

의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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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Ⅲ

1.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적용한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

가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

년부터 년의 개년 자료를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해 중도절단모형2008 2011 4

을 이용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CNORM, Censored Normal Model) .

잠재 계층의 수를 정하기 위해 잠재 계층의 수를 변화시켜가며 도출된 모형의

값을 비교하였다 먼저 차 함수BIC(Baycian Information Criteria) . 3 (Cubic)

모형으로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결과 값이 수렴하지 않는 오류가 있어 배제하

였다 차 함수 모형으로 검증한 결과 값이 수렴하지 않거나 모. 2 (Quadratic) ,

형의 가 이 아니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가 이상parameter 0 p-value 0.05

으로 통계적 적합 수준을 만족하지 않아 차 함수 모형으로 검증하였1 (Linear)

다 그 결과 잠재 계층의 수가 개인 경우 값이 로 에 가장. , 4 BIC 15479.31 0–

가까웠으나 집단의 구성비 중 한 집단의 구성비가 로 한 집단의 구성비, 4.0%

가 이상인 것을 이용하는 최적모형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제외하였다 홍백5% (

의 김혜연 따라서 값이 로 다음으로 에 가까운 집단, , 2010). , BIC 15503.81 0–

의 수가 개인 경우를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각 잠재 계층에 대한3 .

값도 모두 미만으로 통계적 적합성을 만족하였다 표p-value 0.05 ( 4).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잠재 계층은 개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사회적지지3 ,

정도가 낮게 유지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감소하는 그룹 보통 수‘Low’ ,

준의 그룹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추‘Moderate’ , ‘High’ .

정된 잠재 그룹의 비율을 살펴보면, ‘Low’(14.7%), ‘High’(26.2%),

순으로 높았다 잠재계층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Moderate’(59.1%) .

과에서도 비율은 추정된 잠재 계층 그룹과 차이는 있었으나 ‘Low’(13.69%,

순으로 높았N=168), ‘High’(25.35%, N=311), ‘Moderate’(60.96%, N=916)

다.

잠재 계층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살펴보면 개 그룹 모두 시간이 흐름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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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변화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년부터 년까지 변화의 정도는 그룹에서 가장 컸으며. 2008 2011 ‘Low’

그룹 순이었다 그림‘Moderate’, ‘High’ ( 3).

마찬가지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년부터 년의 개년 자료를, 2012 2015 4

통해 중도절단 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분석에.

서도 차 함수 모형과 차 함수 모형을 검증했을 때 값이 수렴하지 않거나3 2

가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값이 이상으로 통parameter 0 p-value 0.05

계적 적합 수준을 만족하지 않았다 차 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1 ,

잠재 계층의 수가 개인 경우에서 값이 로 에 가장 가까웠으며4 BIC 15108.09 0–

각 잠재 계층에 대한 값도 미만으로 통계적 적합성을 만족하였p-value 0.05

다 표( 5).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개의 잠재 계층으로 나뉘어졌다 양육 스트레스4 .

정도가 낮게 유지되며 서서히 감소하는 그룹부터 보통 수‘Low-declining’

준으로 유지되며 서서히 감소하는 그룹 높은 수준이‘Moderate-declining’ ,

나 유지되며 서서히 감소하는 그룹 지속적으로 높게 유‘High-declining’ ,

지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추정된 잠재 계층의 비율은‘Stable High’ .

그룹 그룹‘Low-declining’ 11.3%, ‘Stable High’ 11.5%,

그룹 그룹 로‘High-declining’ 35.3%, ‘Moderate-declining’ 41.8%

그룹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잠재 계층에 대‘Moderate-declining’ .

한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그룹‘Low-declining’ (10.76%, N=132),

그룹 그룹‘Stable High’ (11.49%, N=141), ‘High-declining’ (35.53%,

그룹 순으로 비율에 약간의N=436), ‘Moderate-declining’ (42.2%, N=518)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하였다.

그림 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의 궤적을 나타낸다 개 그룹 모4 . 4

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화의 비율에는 경미한 차이가 있었다 년부터 년까지 양육 스트레. 2012 2015

스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그룹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High-declining’

으며 그룹과 그룹이 그 다음으로,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큰 변화폭을 보였으며 그룹의 변화폭이 가장 작았다 그림‘Stable High’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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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지지의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 결과4.

Group trajectories parameter
Estimate

(SE)

parameter=0

Prob>|T|

Group

(%)

group

Prob>|T|

1 Low

Intercept
4268.21

(504.90)
0.0000

14.73 0.0000

Linear
-2.10

(0.25)
0.0000

2 Moderate

Intercept
2626.48

(221.47)
0.0000

59.10 0.0000

Linear
-1.28

(0.11)
0.0000

3 High

Intercept
1723.27

(378.94)
0.0000

26.15 0.0000

Linear
-0.83

(0.18)
0.0000

BIC= -15509.95 (N= 4808) BIC= -15503.81 (N= 1227) AIC= -15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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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잠재 그룹 궤적3. 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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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양육 스트레스의 집단중심추세모형 분석 결과5.

Group trajectories parameter
Estimate

(SE)

parameter=0

Prob>|T|

Group

(%)

group

Prob>|T|

1
Low-

declining

Intercept
2546.28

(400.09)
0.0000

11.33 0.0000

Linear
-1.25

(0.19)
0.0000

2
Moderate-

declining

Intercept
2493.84

(201.47)
0.0000

41.80 0.0000

Linear
-1.22

(0.10)
0.0000

3
High-

declining

Intercept
3064.12

(219.18)
0.0000

35.31 0.0000

Linear
-1.50

(0.10)
0.0000

4 Stable High

Intercept
1538.11

(382.93)
0.0001

11.54 0.0000

Linear
-0.74

(0.19)
0.0001

BIC= -15116.29 (N= 4809) BIC= -15108.09 (N= 1227) AIC= -15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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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잠재 그룹 궤적4.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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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라 얻어진 잠재 계층 그룹별 일반적 특성과 기

술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과 카이스퀘어 검정 피셔의,

정확도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은 기준 시점인 년의 집단중심추. 6 2012

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과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 계층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잠재 계층 비율을 살펴보면

각 계층마다 각기 다른 양육 스트레스 비율을 보였다 그룹에서는. ‘Low’ 양육 스

트레스 잠재 계층 중 군이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High-declining’ 47.02%

‘Stable High’(24.40%), ‘Moderate-declining’(24.40%),

순으로 컸다 그룹에서는‘Low-declining’(4.17%) . ‘Moderate’

그룹이 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Moderate-declining’ 44.12%

그룹이 로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High-declining’ 31.10% ‘Stable

순으로 컸다 그룹에서는High’(11.63%), ‘Low-declining’(8.02%) . ‘High’

그룹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Moderate-declining’(47.27%)

‘High-declining’(27.65%), Low-declining’(20.90%), ‘Stable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에서는High’(4.18%) .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사회적 지지가 보통, 수준

인 그룹과 높은 그룹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군의 비율이 높았다 세 그.

룹 간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value<.000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대 이하 그룹에서는, 20

‘Moderate- declining’(45.68%), ‘High-declining’(28.40%), ‘Stable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High’(18.52%), ‘Low-declining’(7.41%) , 30

대 그룹에서는 ‘Moderate-declining’(41.31%), ‘High-declining’

순이었다(36.91%), ‘Stable High’(10.94%), ‘Low-declining’(10.84%) .

대 이상 그룹에서는40 ‘Moderate-declining’(47.54%), ‘High-declining’

순으로 세(28.69%), ‘Low-declining’(12.30%), ‘Stable High’(11.48%) ,

그룹 모두 군의 비율이 가장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Moderate-declining’ ,

의한 차이는 없었다(p-value=0.1502).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

지만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High-declining’(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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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그룹이 다음으‘Moderate-declining’(37.33%)

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적게 유지되는 ‘Low-declining’

그룹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6.96%) . ,

그룹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는 ‘Moderate-

그룹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declining’(43.90%) ‘High-declining’

그룹이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높게 유지되는(34.77%)

그룹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그룹 간 통‘Stable High’(9.62%) .

계적 차이는 유의하였다(p-value<.0001).

가구 월 소득의 경우 월 소득이 작은 그룹과 높은 그룹 모두, ‘Moderate

그룹과 의 비율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였지-declining’ ‘High-declining’

만 월 소득이 작은 그룹에서는 의 비율이 가장 작, ‘Low-declining’(9.69%)

았고 월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는 이 가장 작은 비율, ‘Stable High’(8.04%)

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295).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취직 학업 중인 그룹과 미취직 미, / /

학업 중인 그룹의 스트레스 잠재 계층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가족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만족도의 경우, ‘Low-declining’

(16.16±2.99), ‘Moderate-declining’(15.30±2.86), ‘High-declining’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14.46±2.69), ‘Stable High’(13.03±3.5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 참여의 경우에서도. ‘Low-declining’

(15.32±3.07), ‘Moderate-declining’(14.70±3.04), ‘High-declining’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13.88±3.04), ‘Stable High’(13.07±3.29)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 갈등의 경우. , ‘Stable High’(21.47±6.43),

‘High-big slope’(18.18±5.77), ‘Moderate-declining’(15.16±5.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유‘Low-declining’(13.15±5.18)

의하였다.

어머니의 건강 요인을 살펴보면 음주의 경우 음주를 거의 안 하는 그룹에,

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가끔 마시는 그룹과,

거의 매일 마시는 그룹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는 ‘Moderate

그룹과 양육 스트레스가 높지만 큰 폭으로 감소하는-declining’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가끔 마시는 그룹에서‘High-declin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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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거의 매일 마시는‘Stable High’ ,

그룹에서는 그룹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세‘Low-declining’ .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value=0.0807).

흡연의 경우 비흡연 군에서는 그룹과‘Moderate-declining’ ‘High-

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흡연 군에서는declining’ , ‘Moderate-declining’,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Stable High’

었다(p-value=0.0769).

아동 요인에서는 아동의 기질인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에 대해 살펴보았, ,

다 정서성의 경우. , ‘Stable High’(15.98±3.13), ‘High-declining’

(14.72±2.99), ‘Moderate-declining’(13.59±2.94), ‘Low-declining’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84±2.95)

활동성의 경우(p-value<.0001). , ‘Low-declining’(19.44±3.00),

‘Moderate-declining’(18.91±3.05), ‘High-declining’ (18.63±2.99),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Stable High’(18.61±3.20)

마지막으로 사회성의 경우(p-value=0.0613). ‘Low-declining’

(38.03±5.43), ‘Moderate-declining’(36.03±5.11), ‘High-declining’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34.52±5.02), ‘Stable High’(34.08±6.65)

한 차이가 있었다 표(p-value<.0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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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량 년6. (2012 )

parenting-stress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High-declining Stable High p-
valu
eN % M SD N % M SD N % M SD N % M SD

social

support

Low 7 4.17 41 24.40 79 47.02 41 24.40

<.0001
*

Moderate 60 8.02 330 44.12 271 36.23 87 11.63

High 65 20.90 147 47.27 86 27.65 13 4.18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6 7.41 37 45.68 23 28.40 15 18.52

0.1502thirties 111 10.84 423 41.31 378 36.91 112 10.94

older 40 15 12.30 58 47.54 35 28.69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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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량 년 계속6. (2012 ) ( )

parenting-stress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High-declining Stable High p-
valu
eN % M SD N % M SD N % M SD N % M SD

socio-

demo

graphic

factor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25 6.96 134 37.33 139 38.72 61 16.99

0.0001
*more

junior

college

95 11.71 356 43.90 282 34.77 78 9.62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97 9.69 418 41.76 363 36.26 123 12.29

0.0295
*

more
4 million 34 15.18 99 44.20 73 32.59 18 8.04

employ
-ment

employed/
study

73 12.72 236 41.11 202 35.19 63 10.98

0.1920

unemployed
/non-study 58 8.92 281 43.23 233 35.85 7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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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량 년 계속6. (2012 ) ( )

parenting-stress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High-declining Stable High p-
valueN % M SD N % M SD N % M SD N % M SD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130 16.16 2.99 511 15.30 2.86 432 14.46 2.69 138 13.03 3.51 <.0001*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130 15.32 3.07 511 14.70 3.04 433 13.88 3.04 138 13.07 3.29 <.0001*

marital conflict 130 13.15 5.18 510 15.16 5.34 433 18.18 5.77 137 21.47 6.43 <.0001*

health
behavior
factor

drinking

non-
drinking

0 0 1 14.29 3 42.86 3 42.86

0.0807
often
drinking 91 11.25 348 43.02 289 35.72 81 10.01

daily
drinking

40 9.98 164 40.90 141 35.16 56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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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단중심추세모형 결과에 따른 그룹별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량 년 계속6. (2012 ) ( )

parenting-stress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High-declining Stable High p-
valueN % M SD N % M SD N % M SD N % M SD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
smoking

129 10.81 504 42.25 426 35.71 134 11.23

0.0769

smoking 2 12.50 6 37.50 3 18.75 5 31.25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131 11.84 2.95 513 13.59 2.94 432 14.72 2.99 140 15.98 3.13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131 19.44 3.00 512 18.91 3.05 431 18.63 2.99 138 18.61 3.20 0.0613

child
temperament
(social)

130 38.03 5.43 512 36.03 5.11 431 34.52 5.02 139 34.08 6.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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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 분석

반복 측정된 자료인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개체별 상관성

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 효과 모형 을 이용하여 사(Linear Mixed effect Model)

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통제변수인 인구

사회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 요인 아동 요인을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 , .

경시적 자료분석에서는 정확한 공분산구조를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분석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분산구조의 유도를 통해 자료의,

종속 구조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며 평균모형을 구성하

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줄여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김양진( ,

공분산구조로는 복합대칭성 구조 차 자기상2020). (compound symmetric, CS) , 1

관 구조 무구조 상관모형(auto correlation-1, AR(1)), (Unstructred

모형 등이 있다 이재훈 박태성 김양진correlation model), Topeliz ( , , 2009; ,

본 연구에서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공분산구조를 설정하여2020).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모형 적합도는 값,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분산구조는 복합 대칭성. (compound

차 자기 상관 무구조 상관symmetric, CS), 1 (auto correlation-1, AR(1)),

랜덤 절편 으로 값이 가장 작은(unstructed, UN), (random intercept) , AIC

무구조 상관모형을 선정하였다 각 모형에 따른 값은 표 과 같다 표. AIC 7 ( 7).

표 공분산행렬에 따른 값7. AIC

covariance

matrix
CS AR(1) UN

random

intercept

AIC 23024.1 23180.5 22991.4 2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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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심변수 분석.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먼저 다른 통제 변수

를 제외하고 관심 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시간 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로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이. , ‘Low’

군으로 이동하면 낮아지며 군‘Moderate’ 3.1337 (p-value<.0001), ‘High’

으로 이동하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6.0702 (p-value<.0001),

가 미만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조사 년p-value 0.05 . ,

도가 년 지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씩 낮아졌으며 로 통1 1.2308 p-value<.0001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8).

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연관성8. (unadjusted)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3.1336 0.5112 <.0001*

High -6.0702 0.5733 <.0001*

year -1.2308 0.06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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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분석.

관심변수만 포함한 모형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 요인 아동, , ,

요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모델을 분석하고 모델의 모형 적합도를

값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한 모델 은AIC . , 1

값이 가족 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모델 는 건강 요인AIC 21672.6, 2 21236.1,

을 추가한 모델 은 아동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모델 는 로3 21207.6, 4 20925.4

변수를 추가할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모델 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 1 ,

그룹이 그룹으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Low’ ‘Moderate’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그룹으로 이동하3.0392 (p-value<.0001), ‘High’

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모5.9559 (p-value<.0001)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 변수를 살.

펴보면 대가 대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아지고, 20 30 0.1598

대가 되면 낮아졌지만 통계적으(p-value=0.6945), 40 0.693 (p-value=0.8784)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 소득이 적은 군이 높은 군으. ,

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 평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통계적0.7059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p-value=0.1403).

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이 양육스트레스가 평균 높았으며1.1707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p-value=0026). /

학업 중인 군이 미취업 미학업 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0782 (p-value=0.7437).

가족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델 에서도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학력 변수2 ,

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지지 변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 ‘Low’

그룹으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아지는 효과‘Moderate’ 2.0868

가 있었고 그룹으로 이동하면 평균 낮아지는(p-value<.0001), ‘High’ 3.7552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p-value<.0001), .

경우 대가 대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 평균이20 30 0.0826(p-value=0.8975), 40

대가 되면 평균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0.9654(p-value=0.2336)

없었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 적은 군이 높은 군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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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0.8667 (p-value=0.0503).

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이 양

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1095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 학업 중인 군이 미취업 미학업 군(p-value=0.0021). , / /

으로 이동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0.1348

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만족도 점수(p-value=0.565). ,

가 점 상승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으며1 0.4883 (p-value<.0001),

남편의 양육 참여 점수가 점 상승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았1 0.3832

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 갈등 점수(p-value=0.0006), .

가 점 상승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1 0.052

이는 없었다 한편 가족 요인 중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p-value=0.5341). ,

육참여 부부갈등은 서로 교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value<.0001).

어머니의 건강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델 에서는 모델 에서와 마찬가지3 2

로 사회적지지 학력 결혼 만족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 변수가 통계적으로, , , ,

유의했으며 가구 월 소득 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강 요인인 음.

주 여부와 흡연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회적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그룹으로, ‘Low’ ‘Moderate’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2.1754

그룹으로 이동하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으(p-value<.0001), ‘High’ 3.8549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대가(p-value<.0001), . 20

대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지고 대 이30 0.0063 (p-value=0.992), 40

상이 되면 평균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8263 (p-value=0.3078)

는 없었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 소득이 적은 군이 높은 군이 되면 양육 스. ,

트레스가 평균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0.8871

있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 비해 고(p-value=0.0448).

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1.0827

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학업 중인 군이 미취업 미학업 군(p-value=0.0027). / /

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0.1676

없었다 가족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만족도 점수가 점 높(p-value=0.4733). , 1

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으며 남편의 양0.4895 (p-value<.0001),

육 참여 점수가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았고1 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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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 갈등이 점 높(p-value=0.0008), . 1

아지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도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0.0534

없었다 마찬가지로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p-value=0.5229). , ,

갈등은 서로 교호작용이 있었다 건강 요인의 경우 비흡연 군(p-value<.0001).

이 흡연 군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1.4342

한 차이는 없었다 비음주 군이 가끔 음주하는 군이 되는 경(p-value=0.1354).

우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높아졌고 거의 매일 음주0.4842 (p-value=0.5718),

하는 군이 되면 평균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이한0.841 (p-value=0.3163)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요인을 추가하여 통제한 모델 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가4 ,

낮은 그룹이 그룹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Low’ ‘Moderate’ 2.148

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룹이 되면 낮아지는(p-value<.0001) ‘High’ 3.4904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p-value<.0001), .

의 경우 대가 대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지고20 30 0.1968

대 이상이 되면 평균 낮아졌지만(p-value=0.7466), 40 0.365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p-value=0.6349) . ,

낮은 군이 높은 군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아졌지만 통계적으0.7407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 이(p-value=0.0779).

상인 군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0.9591

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취업 학업 중인 군(p-value=0.0053). /

이 미취업 미학업 중인 군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았지만 통/ 0.1068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요인의 경우 결혼 만(p-value=0.6419). ,

족도 점수가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으며1 0.4723

남편의 양육 참여 점수가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p-value<.0001), 1

평균 낮았고 통계적인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부부 갈0.3711 (p-value=0.0005) .

등이 점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1 0.0033

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갈(p-value=0.9664). ,

등의 교호작용도 존재하였다 건강요인인 흡연과 음주 변수는(p-value<.0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 요인의 경우 아동의 정서성 점수가 점. 1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높아졌고 아동의0.5045 (p-value<.0001),

사회성 점수가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아졌으며1 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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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활동성 변수의(p-value=0.0016) .

경우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 평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 1 0.0807

의하지 않았다 표(p-value=0.19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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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9. (adjusted)

model 1
(socio-demographic factor)

model 2
(model 1+family factor)

model 3
(model 2+family factor)

model 4
(model 3+children factor)

Variabl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year -1.1942 0.06381 <.0001* -1.1898 0.0639 <.0001* -1.2172 0.06633 <.0001* -1.2265 0.0662 <.0001*

social
support

Low REF REF REF REF

Moderate -3.0392 0.5175 <.0001* -2.0868 0.4905 <.0001* -2.1754 0.4904 <.0001* -2.148 0.4671 <.0001*

High -5.9559 0.5889 <.0001* -3.7552 0.57 <.0001* -3.8549 0.5697 <.0001* -3.4904 0.5491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REF REF REF

thirties -0.1598 0.6945 0.8181 -0.0826 0.6414 0.8975 0.0063 0.6408 0.992 0.1968 0.6088 0.7466

older 40 -0.693 0.8784 0.4303 -0.9654 0.81 0.2336 -0.8263 0.8099 0.3078 -0.3659 0.7704 0.6349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REF REF REF

more
4 million -0.7059 0.4783 0.1403 -0.8667 0.4424 0.0503 -0.8871 0.4416 0.0448* -0.7407 0.4197 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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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 계속9. (adjusted) ( )

model 1
(socio-demographic factor)

model 2
(model 1+family factor)

model 3
(model 2+family factor)

model 4
(model 3+children factor)

Variabl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socio-
demo
graphic
factor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1.1707 0.3885 0.0026* 1.1095 0.3603 0.0021* 1.0827 0.36 0.0027* 0.9591 0.3432 0.0053*

more
junior
college

REF REF REF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REF REF REF

unemployed/
non-study

-0.0782 0.2393 0.7437 0.1348 0.2343 0.565 0.1676 0.2336 0.4733 0.1068 0.2297 0.6419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4883 0.1232 <.0001* -0.4895 0.1229 <.0001* -0.4723 0.1171 <.0001*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3832 0.1113 0.0006* -0.3742 0.1112 0.0008* -0.3711 0.106 0.0005*

marital conflict 0.0520 0.0837 0.5341 0.0534 0.0836 0.5229 0.0033 0.0797 0.9664

interaction 0.0016 0.0003 <.0001* 0.0016 0.0003 <.0001* 0.0015 0.00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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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 계속9. (adjusted) ( )

model 1
(socio-demographic factor)

model 2
(model 1+family factor)

model 3
(model 2+family factor)

model 4
(model 3+children factor)

Variabl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Estimate SE p-value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REF

smoking 1.4342 0.9598 0.1354 1.4769 0.9415 0.117

drinking

non-drinking REF REF

often
drinking

0.4842 0.8562 0.5718 0.4795 0.8494 0.5725

daily
drinking 0.841 0.839 0.3163 0.8444 0.8329 0.3109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5045 0.0525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0807 0.0618 0.1919

child temperament
(social)

-0.1161 0.0367 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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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그룹 분석.

연령별 분석1)

모든 독립 변수를 포함하여 통제한 앞선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와 연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확인되었

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연.

구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연령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하위그룹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별 분석은 앞선 분석에.

서와 마찬가지로 공분산구조가 무구조 상관모형을 택하려고 하였으나 분석,

시 결과값이 수렴하지 않아 복합대칭성 구조모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 이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20 ,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건강 요인 중 흡연 변. ,

수와 아동 기질 중 정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비

흡연자 군이 흡연자 군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고10.8803

정서성 점수가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p-value=0.0282), 1

높았다 표0.7525 (p-value=0.0007)( 10-1).

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30

었는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그룹이 되면 양육 스, ‘Low’ ‘Moderate’

트레스가 평균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룹2.0289 (p-value<.0001), ‘High’

이 되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3.6453 (p-value<.0001).

중 가구 월 소득 변수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적은 그룹이 소득이 높은 그룹,

이 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0.9766

가 있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군에 비해(p-value=0.0375). ,

고등학교 졸업 군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1.2524

차이가 있었다 가족 요인 중 결혼 만족도 변수에서는 결혼(p-value=0.001).

만족도가 점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고1 0.473 (p-value=0.0003),

남편의 양육 참여가 점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으며1 0.259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기질 중에서(p-value=0.025) .

는 정서성이 점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높았고1 0.4674

사회성이 점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p-value<.0001), 1 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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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성에 대한(p-value=0.0014) .

변화 폭은 대가 대보다 컸다 표20 30 ( 10-2).

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사회적지지 남편 양육참여 아동 기40 , ,

질 중 정서성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그룹으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낮아‘Low’ ‘Moderate’ 4.4841

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룹으로 이동하면 낮(p-value=0.0114), ‘High’ 4.9076

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양육 참여가 점 높을수록 양(p-value=0.0241). 1

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았으며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1.027 (p-value=0.0278),

이 점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높았다 사회1 0.4968 (p-value=0.0165).

적지지 남편 양육참여 아동의 정서성 변수 모두 변화 폭이 대에서보다 컸, , 30

다 표( 10-3).



- 49 -

표 연령별 분석 대 이하10-1. (20 )

N=80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5171 0.279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0.8382 1.9558 0.6696

High -1.0239 2.2272 0.6472

socio-
demo
graphic
factor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8813 1.7522 0.6166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0.2266 1.2598 0.8578

more
junior college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0736 0.8922 0.9346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10.8803 2.7281 0.0282*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2.4117 2.673 0.3713

daily drinking -1.8021 2.5455 0.4823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0067 0.4062 0.9868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6754 0.3898 0.0876

marital conflict 0.1743 0.2698 0.5203

interaction 0.0018 0.0012 0.1373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7525 0.2115 0.0007*

child temperament
(activity)

-0.2704 0.241 0.2658

child temperament
(social)

-0.1165 0.1348 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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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령별 분석 대10-2. (30 )

N=955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2362 0.0688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2.0289 0.5113 <.0001*

High -3.6453 0.597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9766 0.4688 0.0375*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1.2524 0.3809 0.001*

more
junior college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0886 0.2536 0.7268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0.0360 1.1757 0.9759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0.8919 0.944 0.3452

daily drinking 1.2797 0.9242 0.1668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473 0.1299 0.0003*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2593 0.1155 0.025*

marital conflict 0.0257 0.0880 0.7698

interaction 0.0013 0.0004 0.0011*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4674 0.0570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1037 0.0674 0.1242

child temperament
(social) -0.1304 0.0406 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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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령별 분석 대 이상10-3. (40 )

N=105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3433 0.1995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4.4841 1.7374 0.0114*

High -4.9076 2.1404 0.0241*

socio-
demo
graphic
factor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2941 1.3267 0.825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0.5104 1.2259 0.6781

more
junior college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8986 0.7773 0.2574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1.5173 2.45 0.5989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1.2545 2.593 0.6303

daily drinking -1.0417 2.5661 0.6863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5773 0.4684 0.2208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1.027 0.4596 0.0278*

marital conflict -0.4222 0.3391 0.2161

interaction 0.0022 0.0017 0.1949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4968 0.2035 0.0165*

child temperament
(activity)

0.1689 0.2501 0.501

child temperament
(social)

0.0092 0.1317 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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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월 소득별 분석2)

가구 월 소득별로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월 소득이 만원 이하로. 400

작은 그룹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가 인 그룹이 그룹이 되면 양육. ‘Low’ Moderate’

스트레스는 평균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2.125 (p-value<.0001), ‘High’

룹이 되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3.5823 (p-value<.0001). ,

유의한 범위 내에서 학력 결혼 만족도 남편 양육참여 아동 기질 중 사회성, , ,

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아동 기질 중 정서성은 양육 스트레스,

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그룹에.

비해 고졸 이하인 그룹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다0.9421

가족 요인 중 결혼 만족도는 점 높아질수록 양육 스트레(p-value=0.0097). 1

스가 평균 낮아졌고 남편 양육참여가 점 높아지면0.3788 (p-value=0.0039), 1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아졌다 아동요인 중 정서성0.3342 (p-value=0.0044).

이 점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고 사1 0.5078 (p-value<.0001),

회성이 점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아졌다1 0.1138

표(p-value=0.0045)( 11-1).

반면 월 소득이 만원 이상으로 높은 그룹에서도 사회적지지 변수가 유, 400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룹이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Low’ ‘High’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만족도와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

영역은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결혼 만족도의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그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기질 중

정서성 영역은 월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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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구 월 소득별 분석 낮음11-1. ( )

N=951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21 0.0724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2.125 0.4992 <.0001*

High -3.5823 0.598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0.2214 0.6579 0.7366

older 40 -0.7362 0.8598 0.3921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0.9421 0.3636 0.0097*

more
junior college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2267 0.2489 0.3626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1.7527 1.0103 0.0831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0.1253 0.9569 0.8958

daily drinking 0.5939 0.9369 0.5263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3788 0.1309 0.0039*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3342 0.1171 0.0044*

marital conflict 0.0557 0.0908 0.5397

interaction 0.0014 0.0004 0.001*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5078 0.0574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0832 0.0677 0.2196

child temperament
(social) -0.1138 0.0399 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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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구 월 소득별 분석 높음11-2. ( )

N=190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3048 0.1638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2.2857 1.3624 0.0952

High -3.4508 1.4665 0.0197*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0.3603 1.6808 0.8305

older 40 0.3862 1.8925 0.8385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1.2292 1.0906 0.2612

more
junior college

REF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6339 0.619 0.3072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0.1333 2.6859 0.9605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1.6328 1.9069 0.393

daily drinking 1.395 1.89 0.4614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9091 0.2818 0.0015*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5193 0.2688 0.055

marital conflict -0.2055 0.1782 0.2503

interaction 0.0019 0.0008 0.0262*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4791 0.1358 0.0005*

child temperament
(activity)

0.0156 0.1581 0.9211

child temperament
(social) -0.1486 0.0985 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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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학력별 분석3)

어머니의 학력에 대해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보통 수준인 그룹. ‘Low’ ‘Moderate’

으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2.9488

사회적 지지가 높은 그룹으로 이동하면 낮(p-value=0.0001), ‘High’ 4.7362

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하위그룹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p-value<.0001).

인 건강 요인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아동 기질 중 사회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

를 아동 기질 중 정서성은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

였다 정서성이 점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고. 1 0.6152

사회성이 점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p-value<.0001), 1 0.2059

효과가 있었다 표(p-value=0.003)( 12-1).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그룹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과 마찬가지

로 사회적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지지가 낮은 그룹이 그룹이 되면 양육 스트레스 평균‘Low’ ‘Moderate’

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룹이 되면1.509 (p-value=0.0125), ‘High’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감소폭이 고등학교 졸2.6854 (p-value<.0001),

업 이하 군보다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그룹에서는.

음주와 결혼 만족도 남편의 양육 참여 아동 기질 중 정서성 영역이 양육 스, ,

트레스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비음주군이 가끔 음주하는 군이 되는 경.

우에는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1.8781

미하지 않았으며 거의 매일 음주하는 군이 되는 경우에는(p-value=0.0751),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2882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감(p-value=0.0269). 1 0.6787

소 남편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면 평균 감소하였고(p-value<.0001), 1 0.5587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이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는(p-value<.0001), 1

감소하였다 정서성 변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0.4545 (p-value<.0001).

에 비해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그룹이상에서 감소폭이 작았다 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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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머니의 학력별 분석 고등학교 졸업 이하12-1. ( )

N=349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1524 0.1245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2.9488 0.7529 0.0001*

High -4.7362 0.9829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1.0009 0.8843 0.2585

older 40 -0.703 1.1735 0.5495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1788 0.9958 0.8576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0549 0.4277 0.898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2.1564 1.4972 0.1507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1.2793 1.4465 0.3771

daily drinking -0.9999 1.4209 0.4821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2038 0.1957 0.2985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1732 0.1833 0.3453

marital conflict 0.2005 0.1288 0.1204

interaction 0.0006 0.0006 0.3179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6152 0.0939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1926 0.1207 0.1115

child temperament
(social)

-0.2059 0.0688 0.003*



- 57 -

표 어머니의 학력별 분석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12-2. ( )

N=792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266 0.0781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1.509 0.6031 0.0125*

High -2.6854 0.6765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0.3034 0.8398 0.718

older 40 -0.4589 1.0376 0.6584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8245 0.4616 0.0745

employ
-ment

employed/
study

REF

unemployed/
non-study

0.1896 0.2726 0.4871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0.2545 1.2216 0.835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1.8781 1.0538 0.0751

daily drinking 2.2882 1.0324 0.0269*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6787 0.149 <.0001*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5587 0.1312 <.0001*

marital conflict -0.1715 0.1034 0.0978

interaction 0.0022 0.0004 <.0001*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4545 0.06335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0397 0.0726 0.5843

child temperament
(social) -0.0728 0.0437 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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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취업여부별 분석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그룹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취직. /

학업 중인 그룹의 경우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가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양육 참여 아동. , ,

의 기질 중 정서성 영역과 사회성 영역이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그룹이. ‘Low’

그룹이 되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낮아졌고‘Moderate’ 1.9555

그룹이 되면 낮아졌다 결(p-value=0.0029), ‘High’ 3.718 (p-value<.0001).

혼만족도가 점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감소하였고1 0.5656

남편의 양육 참여가 증가하면 평균 감소하였다(p-value=0.0012), 1 0.4496

아동의 정서성이 점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p-value=0.0053). 1

증가하였고 사회성이 점 증가하면 스트레스는 평균0.533 (p-value<.0001), 1

감소하였다 표0.1206 (p-value=0.026)( 13-1).

미취직 미학업 중인 그룹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간에 유의미/

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는데 사회적지지 그룹이 그룹이 되, ‘Low’ ‘Moderate’

면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감소하였고 그룹2.2007 (p-value=0.0001), ‘High’

이 되면 감소하였다 취직 학업 그룹에서와 마찬가지3.2438 (p-value<.0001). /

로 결혼만족도 남편 양육 참여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과 사회성 변수가 유, ,

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학력과 가구 월 소득 아동의 활동성 또, ,

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학력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그룹에 비해. ,

고졸 이하인 그룹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았으며0.8937 (p-value=0.0246),

가구 월 소득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으로 이동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높아졌다 가족 요인 중 결혼 만족도는 증가하면1.4125 (p-value=0.0121). 1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감소하였고 남편의 양육 참여0.4022 (p-value=0.005),

가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감소하였으며1 0.3069 (p-value=0.0162),

두 변수 모두 취직 학업 중인 그룹에서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아동의 기질 중/ .

정서성이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가 평균 증가하였고1 0.4762

감소폭은 취직 학업 중인 그룹에서보다 작았다 사회성이(p-value<.0001), / . 1

증가하면 평균 감소하였는데 변화 폭은 취직 학업0.1209 (p-value=0.0056), /

그룹에 비해 약간 더 큰 편이었다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이 증가하면 양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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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평균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1916

표(p-value=0.009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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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머니의 취업여부별 분석 취직 학업13-1. ( / )

N=656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2328 0.1088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1.9555 0.6545 0.0029*

High -3.718 0.7768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0.0628 0.876 0.9428

older 40 -1.2371 1.1019 0.262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0.7992 0.5245 0.1281

more
junior college

REF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0.1899 0.5659 0.7373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2.0451 1.4004 0.1447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1.4714 1.2443 0.2375

daily drinking 1.6298 1.2165 0.1808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5656 0.1737 0.0012*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4496 0.1607 0.0053*

marital conflict -0.1003 0.1168 0.3909

interaction 0.0017 0.0005 0.002*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533 0.0769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0448 0.0927 0.6287

child temperament
(social) -0.1206 0.0540 0.026*



- 61 -

표 어머니의 취업여부별 분석 미취직 미학업13-2. ( / )

N=811
Estimate SE p-value

Variable

year -1.3191 0.0901 <.0001*

social
support

Low REF

Moderate -2.2007 0.5726 0.0001*

High -3.2438 0.6751 <.0001*

socio-
demo
graphic
factor

Age

under 20 REF

thirties -0.0698 0.6931 0.9197

older 40 0.01524 0.9041 0.9866

edu-
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0.8937 0.397 0.0246*

more
junior college

REF

monthly
income

under
4 million

REF

more
4 million 1.4125 0.5616 0.0121*

health
behavior
factor

smoking
non-smoking REF

smoking 0.7619 1.2802 0.5519

drinking

non-drinking REF

often drinking -0.4829 1.1862 0.6841

daily drinking 0.1001 1.1657 0.9316

family
factor

marital satisfaction -0.4022 0.1428 0.005*

husband-rearing
participation

-0.3069 0.1274 0.0162*

marital conflict 0.1006 0.0989 0.3092

interaction 0.0013 0.0004 0.0031*

children
factor

child temperament
(emotional)

0.4762 0.0632 <.0001*

child temperament
(activity)

0.1916 0.0736 0.0095*

child temperament
(social) -0.1209 0.0435 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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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Ⅳ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지만 연구

대상자를 취업모 또는 장애아 부모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으로 특정한 연구,

가 많아 한국의 영유아 자녀를 가진 어머니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김인옥 윤미향 호유연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다른( , 2011; , 2006; , 2008). ,

요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안(

나 박경아 박성덕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직접적, , 2020; , 2016).

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 중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영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지만 소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개년도 자료만 이용한 단면 연구였다 김상림 박창현 엄세진1 ( , , 2016; , 2014;

엄지원 반복 측정 자료를 활용한 종단 연구로는 양진희 의 한국, 2011). (2016)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는데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를, 2008 2011

활용하였으며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종단관계를 알아

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외국에서 시행한 연구도 있었는데 연

구 대상자가 다르거나 두 요인의 관계를 서로 다른(Racine N et al., 2019),

두 집단을 통해 비교하는 연구 사회적case control (Parkes A et al., 2015),

지지를 매개효과로 보는 연구 등이 있어 본 연구에서 살(Lu MH et al., 2018)

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의 연구는 한국과. ,

는 양육 환경이 다르거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결과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

트레스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복 측정 자료인 한국아동패

널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 사이의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는 년부터 가장 최근인2008

년까지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한 변수인 사회적 지지와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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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스트레스 변수가 매 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락되거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양육 스트레스 변수의 경우 차부터. 5 8

차까지 자료에서만 측정이 되었고 사회적지지 변수의 경우 차부터 차 차, 1 4 , 6

부터 차까지 측정이 되었는데 사회적지지 변수의 경우 차에서 조사된8 , 6, 7

자료가 다른 차수의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두 변수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부터 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중심추세1 4

모형을 통해 사회적지지에 따른 잠재 계층을 나누고 여기에서 얻어진 잠재 계

층을 포함한 차부터 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집단중심추세 분석 결5 8 ,

과 사회적지지 정도는 그룹별로 큰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감소,

하는 양상으로 이후 시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차부1

터 차까지의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시점의 자4 .

료를 이용하지 않아 명확한 선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장기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사.

회적지지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어머니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하

였다 이 분석 방법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비슷한 특성.

을 지닌 대상자들을 각각의 잠재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별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특성을 가시화하였다 이후 변수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형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관찰값의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

는다는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연관성에 대해 시행했던 단면 연구

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 하였으

며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학력 가구 월 소득 취업 여부 가족 요인 결( , , , ), (

혼 만족도 남편의 양육 참여 부부 갈등 건강 요인 음주 흡연 아동 요, , ), ( , ),

인 아동의 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 , ) .–

종속변수인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다 다양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확한 연구에 다소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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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통제 변수 중에서 일부는 연속 측정이 되지 않아 기준 시점인 차 년, 5

도의 값만을 이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

다 특히 부부 갈등과 결혼 만족도 변수의 경우 분석에 이용한 차 년도부터. , 5

차 년도의 자료 중 차 년도에서만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연구의 정확성을8 6 ,

위해 차 년도를 제외하여 시행한 결과와 기준 시점의 값만 포함한 결과를 비6

교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과 관심변수의. ,

연관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일부 변수에 대해서는 반복 측정 자료.

로서 활용할 수 없는 점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에는 반복 측정 자.

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시간의

흐름을 통제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아. ,

동패널 조사는 대상자인 어머니의 자가보고식 설문지와 조사원의 면접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로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생길 수 있는 와 조사자, bias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로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bias

다 따라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변수 예를 들어 가. ( ,

족의 한 달 월 소득 아동의 기질 등 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사를 통한 측정, )

등 정확한 관측을 통해 자료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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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2.

이 연구는 한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측정 자료인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

단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차 년도인 년부터 차 년도 년까지 측정된. 1 2008 8 2015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주요 변

수가 측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명의 어머니였다1227 .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 계층 그룹 양육, 3 ,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잠재4 .

계층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보통 수준인 높은 수준을‘Low’, ‘Moderate’,

유지하는 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시‘High’ 3 , ‘Low’

간이 흐를수록 다소 큰 폭으로 사회적지지 수준이 감소하였고 와‘Moderate’

그룹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 스트‘High’ .

레스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서서히 감소하는 보통‘Low-declining’,

수준을 유지하며 서서히 감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Moderate-declining’,

하며 서서히 감소하는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만성적으‘High-declining’,

로 높고 거의 감소하지 않는 의 그룹으로 나뉘었다‘Stable High’ 4 . ‘Stable

그룹 외 그룹은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서서히 감소하는High’ 3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그룹이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High’ .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집단중심추세모형

을 이용하여 잠재계층을 나눈 연구는 부재하였으나 비슷하게 유형을 나눈 선

행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지지 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여 비교.

하기 어려웠고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 한국아동패널.

의 차 년도부터 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1 3

스트레스의 변화궤적 유형을 나눈 결과 상위유지형 중위유지형 하위유지형, , ,

완화형 상승형 혼합형의 가지 유형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혜, , 6 (

경 김재신 임은의 또한 외국 연구 중 방, , , 2019). , Growth mixtur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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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양육 스트레스의 궤적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낮게 유지되는 유형 증가하는 유형 높게 유지되는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indy Y Huang et al., 2019).

선행연구 중에서 잠재계층 유형을 나누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와 동일한 연

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차 년도부터 차 년도의 자, 1 4

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을 적용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는 각각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양진희 이는 본 연( , 2016).

구에서 모든 잠재계층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가 서서히 감소하거나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양육스.

트레스의 경우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차 년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이, 2 6

용한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이 세경인 차 년도부터 급증하여 비슷3 3

하게 유지되다 차 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고 전숙5 (

영 권혜진 차 년도부터 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양육, , 2016), 4 8

스트레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쁘다 이처럼 연구결과( , 2019).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에 이용한 자료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차 년도부터 차 년도 즉 자녀가 세일 때부터 세일 때까5 8 , 5 8

지의 기간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얻어진 잠재계층별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

적지지가 낮은 그룹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는

그룹의 비율이 가장 컸지만 사회적지지가 보통 수준인‘High-declining’ ,

그룹과 높은 수준인 그룹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보통 수‘Moderate’ ‘High’

준에서 감소하는 그룹의 비율이 가장 컸고 집단 간 차‘Moderate-declining’

이도 유의미하였다 잠재그룹 간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학력 가구. ,

월 소득 결혼 만족도 남편 양육참여 부부 갈등 아동의 정서성 사회성에, , , , ,

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시 이러한 요인들

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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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변수 분석을 위해 선형혼합효과모형, (Linear Mixed effects Model)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

가족 요인 어머니의 건강 요인 아동 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스트, ,

레스는 사회적지지 학력 결혼 만족도 남편 양육참여 아동의 정서성과 사, , , ,

회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관심 변수인 사회적지지 변수의 경우 사회적지지가 낮은 그룹,

이 높은 그룹으로 이동할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어머니의 사회적지지가 지속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선아 엄세진 윤선영( , 2014; , 2014; ,

양진희 전숙영 권혜진 다만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사2016; , 2016; , , 2016). ,

회적 지지를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사교적 지원 정보적 지원 등으로 나, , ,

누어 분석을 시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아 세부적인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에는 이를 고.

려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력의 경우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그룹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그룹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더 높았는데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

다 김리진 박성옥 이는 외국의 연구 중 낮은 학력의 어머니가( , 2000; , 1997).

더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Spinelli M et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와 학력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난al., 2013).

연구 결과도 있어 학력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고성혜 박영아( , 1994; , 2005).

결혼 만족도의 경우 결혼 만족도가 증가하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이 감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나 결혼 만족도와 양육 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를 설명한 선

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서석원 이대균 이해진 어성연 반( , , 2013; , , 2018).

면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결혼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 , , 2017).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춘애( ,

박성연 이선화 특히 서석균 이대진 에 따르면 결혼, 1996; , 2019).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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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어머니의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

해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결혼 만족도가 중요함이 강조하였다.

남편 양육 참여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남편 양육 참여가 증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배우자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를 낮춘다고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한다 엄세진 전숙영 권혜진( , 2014; , ,

기쁘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다2016; , 2019).

른 요인들 즉 학력이나 아동의 기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를 주기 쉬운,

요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이 자녀 양. ,

육을 도맡아야한다는 가부장적 인식이 잔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서성 기질이 높,

을수록 즉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낼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졌고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고 수줍음을 덜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영향이 있어 각각 정적 부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고 선행, ,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박성옥 서석원 이대균 엄세진( , 1997; , , 2013; ,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이러한 기질은 선천적인 것으로 이를2014; , , , 2020).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양육지식을 적절히 습

득하여 양육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서석원 이대균 김민( , , 2013;

정 김소영 이경옥, , , 2020).

모든 변수를 통제하여 시행한 분석에서는 연령 가구 월 소득 취업 여부가, ,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하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와. , 30 40

대 이상의 어머니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대 이하의 어머니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유의20

한 연관성이 없었다 또한 대 이상의 어머니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 40

스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 명. 1227

중 대인 대상자가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분석 결과가 다소 신뢰도, 30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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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 월 소득이 작은 그룹과 높은. ,

그룹에서 모두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는데 월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인 그룹이, ‘Low’

보통 수준인 그룹으로 이동할 때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Moderate’

이 없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수준인 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High’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가구 월 소득에 따른 범.

주화 시 소득이 낮은 그룹이 명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 951

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직 학업 중인 그룹과 미취직 미학업. , / /

중인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취직 학업 중인 그룹에서는 그룹이 그룹이 되는 경우에 그 효/ ‘Low’ ‘High’

과가 미취직 미학업 그룹보다 컸고 그룹이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Moderate’

미취직 미학업 그룹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 ,

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그룹에 비해 전문대 졸업 이상 그룹이. ,

양육 스트레스가 더 낮은 결과가 보였는데 하위그룹 분석 시행 결과 고등학,

교 졸업 이하 그룹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은 그룹이 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

소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

지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선행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였고 몇몇 변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양.

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던 어머니의 연령 가구 월 소득, ,

취업 여부 등이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난 이유일

수도 있으며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지.

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횡단연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이전의 분석 방법에서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두 변수 사이

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

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육

스트레인의 영향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추.

후에는 보다 폭넓은 범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사회적지지 등 세분화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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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 중 사회적지지 양육 스트레스가 측정된 차, 1

년도부터 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8

계에 대해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전체 표본 명 중 자녀와 비동거 상태인 어머니 명과 주요 변수가 모2,150 921

두 결측인 명을 제외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변수는 종속변수2 1,227 .

로 양육 스트레스 주요 관심변수를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였고 이외의 통제변,

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 요인 아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 ,

요인을 단계적으로 모형에 추가하며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의 특성을 가시.

화하기 위해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변수 분석은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반복측정 자료임을 고려하여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잠재,

계층을 탐색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개의 잠재그룹, 3 (Low, Moderate, High),

양육 스트레스는 개의 잠재그룹4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High-declining, Stable High) .

따른 잠재그룹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지지가 서서히 감소하나 그룹 간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고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잠재그룹은 대부분 시간이 흐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고 그룹만 양육 스트레스가 거의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Stable High’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다변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양육 스, ,

트레스는 사회적지지 학력 결혼 만족도와 남편 양육 참여 아동의 사회성이, , ,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성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또한 하위 분석 결과 연령이 많은 군과 학력이 더 낮은 군에서 사. ,

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다변수 분석 시 일부 변수를 반복 측정 자료로 활

용할 수 없었고 선행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진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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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세분화. ,

하지 않아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지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부.

통제변수를 범주화했을 시 일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 대부분을 차지

했던 점도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고 각각의 추세를 반영한 잠재그룹별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반복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

에 미치는 효과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의 인과관계를 명확

히 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학. , ,

령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 ,

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보건 정책이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후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폭 넓게 포함하고 구체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

러 정책을 마련하여 어머니의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면 어머니가 양육 환

경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경험이 줄어들어 후속출산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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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parenting stress could influence mental

health of women and personalit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t makes it difficult for women to enter society and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and furthermore, they think negatively about second

childbirth. Then, it is also a social problem resulting in a low birth

rate. Social support is one of coping resources to relieve parenting

stress. Many prior researches already had discuss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However, most

of them had limitations to clarify their causal relationship because they

were short term studies using cross-sectional data.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ir results are not consistent.

Therefore,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by utilizing data from repeated measures.

Subjects and Methods: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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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parenting stress especially of mothers with children who are from

one year old to 8 years old by utilizing data of repeated measures for

8 years from the first year (2008) to the 8th year (2015)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ha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ducted, in which data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were being measured. This study selected 1,227 mothers as

research subjects out of 2,150 total samples, excluding 921 who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and 2 who do not have data on the

parenting stress variables every year, which is important. It chose

parenting stres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set social support as a

key variable of interest. It set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influence

parenting stress as control variables by categorizing them into

socio-demographic factors, family factors, health behavior factors, and

children factors.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conducted a Group-based Trajectory Model. Based on the

collected data of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it verifi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by operating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Kruskall- Wallis test by each potential class. Then, in order

to recogniz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it

analyzed the data by using the Linear Mixed effect Model. The

analysis started in order from model 1, which has socio-demographic

factors, to model 2, which adds family factors, model 3, which adds

health behavior factors, and model 4, which adds children factors, and

this study verified effects of each factor. It utilized SAS version 9.4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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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is study formed three potential groups (Low, Moderate,

High) of social support, and four potential groups (Low-declining,

Moderate-declining, High-declining, Stable High) of parenting stress.

Generally, it is found that mother&s social support was being

decreased from when the age of their children is one year old to when

they become four years old, and also their parenting stress was

getting reduced from when their children become 5 years old to when

they become eight years old. As a result of multivariate analysis, when

every variable was controlled, parenting stress was being decreased,

as social support, education background, marriage satisfaction,

participation of husband in parenting, and sociality of children were

getting higher, and parenting stress was being increased, as

emotionality of children was getting low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subcategory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hen a group is older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is lower social support has greater effects

on parenting stress. Every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by utilizing repeated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based on data of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e parenting stress that mothers experience was gradually

decreased as time went on, but it could be decreased greater as their

social support was more hu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marriage

satisfaction, participation of husband in parenting, and temperament of

children. Based on tho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mothers,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who are infa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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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hool aged, to introduce various social support systems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others. Since social support could

influence parenting stress much more when they are older and their

educational backgrounds are lower, it would be more effective that

health policies introduce various social support systems for them. In

the future, by complementing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for follow-up to include and materialize more broaden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parenting stress.

key words: Social support, Parenting-stress, Socio-demographic·family·health behavior·children factors,

GBTM, L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