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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남편양육지원 및 부부
갈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5차년도(2012) 자
료를 다변량잠재성장모형(MLG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양
육지원의 초기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초기치를 감소시키는데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고, 남편양육지원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은 부부갈등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남편의 양육지원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양육지원, 다변량잠재성장모형(MLGM)

I. 서론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주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영유아의
핵심적인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어머니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는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한정적인 자녀양
육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외적인 사회 활동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사회참여를 통한 기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능적인
의미도 있지만 역할부담의 증대로 인한 기혼여성들의 과중한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기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 중 자녀양육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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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트레스는 전술한 맥락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녀양육 스트
레스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볼 수 있으며(김미
예․박동영, 2009)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지므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함께 공동 책임을 감당해야 할 배우자의 역할 및 관계
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배우자로서 남편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떠한 수준으로 지원하는가와 가정 내 부부갈등 수준에 따른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의 한국
아동패널(Paner Study on Korean Children) 2차년도(2009년)-5차년(2012년)도 자료를 분석하
여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와 부부갈등 및 남편의 자녀양육지원의 종단적인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감과 자녀양육 스
트레스와 가족 내 배우자의 지원 및 관계성에 대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의 경향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김세루· 홍지명·홍혜경, 2010; 김영숙·조은영, 1996; 안라리·김
정아, 2005; 이인학·최성열·송희원, 2013; 장성오·김용미, 2011; 장영애·이영자, 2012). 구
체적으로 김세루· 홍지명·홍혜경(2010)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장영애·이영자(2012)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성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안라리·김정아(2005)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영숙·조은영(1996)과 이인학·최성열·송희원(2013)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사회 유능성 및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 또한 장성오·김용미(2011)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권위적이고 통제적
이며 과보호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적한다(권미경, 2011; 김근혜·김혜순, 2013; 김수연, 2010;
김정·이지현, 2005; 서주현·김진경, 2012; 손수민, 2012; 안재진, 2011; 이정숙·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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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지원, 2003; 이정순, 2003; 전영자, 1996). 이들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근
혜·김혜순, 2013; 김수연, 2010; 안재진, 2011;이정숙·두정일, 2008; 이지원, 2003; 이정순,
2003; 전영자, 1996). 기존의 연구들은 다른 사회적 지지보다 남편의 지지와 양육참여가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Simmons et al., 1993).
특정 연구들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데이터를 사용한 권미경(2011)은 어
머니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
구에서 미취업 어머니 집단에서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기준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인 김수연(2010)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논한 손수민(2012)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
가 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에서 아버지의 양
육참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비취업모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논한 김정·이지현(2005)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
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취업모 집단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분
석한 연구들도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데이터를 사용한 서주현·김진경(2012)은 아버
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부관계의 질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부부관계의 질도 낮아지고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재진(2011) 역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갈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정순(2003) 또한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
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정
순의 연구에서 부부관계를 통제할 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영향은 유의성이 사라지므로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사
이에 완전한 매개관계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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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정숙·두정일(2008)은 아버지의 양육활동 중에서도 생활지도보다 여
가활동 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김정·이지
현(2005)은 아버지의 양육활동 중에서 생활지도가 여가활동 참여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줄인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Muslow 등
(2002)의 연구는 출산 후 초기에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의
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부부관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특정 연도에 한정된 횡단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단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지원 및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종단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아버
지의 양육지원 및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보다 심층적
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의 한국아동패널
(Paner Study on Korean Children) 2차년도(2009년)-5차년(2012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패널은 생태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총괄적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횡단적․종단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도
남희 외, 2013).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9년

1,867명, 2010년 1,690명, 2011년 1,615명, 2012년 1,577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설문지 문항들 중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정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 가족 내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지원에 부합
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양육스트레스는 10문항, 부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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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8문항, 남편의 자녀양육지원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문항의 종단적인 자
료 구성을 위하여 1차년도를 제외한 2, 3, 4, 5차년도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2차년도와 3, 4, 5차년도 자료의 문항이 1문항 차이가 있어 2차
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즉, 3, 4, 5차년도의 설문 중 “모임
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를 첨가하지 않
고 2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요인의 문항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항 내용

요인

문항내용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부부갈등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8) 우리는 다두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남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양육지원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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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자녀양육스트레스 5) 아이들 더 친근하고 따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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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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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되었듯이 모든 요인들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문항 신뢰도

요인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자녀양육스트레스

2차년도(2009)
.908
.803
.850

신뢰도
3차년도(2010) 4차년도(2011)
.911
.915
.803
.809
.859
.867

5차년도(2012)
.919
.801
.873

3.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와 부부갈등 및 남편의 자
녀양육지원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 관
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여러 변수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이 탐색
되고 난 뒤 그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변수들의 변
화 관계성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하기 위해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보여주는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의 경우 0.00-0.05를 우수,
0.05-0.08을 양호, 0.08-0.10을 보통으로 판정하였고(Browne & Cudeck, 1993)1), 다
른 모형의 적합도는 .90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문항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신뢰도는 SPSS 18.0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의 분석은 AMOS 18.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시간의 경과에 변화와 해당 변화의 개인간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설정한 변수들의 종속변수의 초기 수준, 변화율, 이차곡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의 기본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1) 최근 Steiger(2007)의 경우 RMSEA의 0.07이하를 양호한 일반적인 형태의 적합 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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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1〕참고). 반복 측정된 변수 Υ 에 대하여 α 는 개인의 초기값을 나
타내는 수치고,

λt 시간단위의 기본 수치이며, β 는 변화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정도이다. 또한 εt 는 각 시점의 관찰되지 않은 측정 오류를
나타낸다(이현철․최성보, 201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2차년도
(2009)부터 5차년도(2012)까지의 측정치에 대한 수식은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할 변화모형의 유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기본 수식:

Υt= α

+

λtβ

+

εt]

2009년도:

Υt1= α

+

λt0β

+

εt1

2010년도:

Υt2= α

+

λt1β

+

εt2

2011년도:

Υt3= α

+

λt2β

+

εt3

2012년도:

Υt4= α

+

λt3β

+

εt4

〔그림 1〕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 수식

〔그림 2〕 잠재성장모형 유형: 무변화․선형변화․이차곡선
- 7 -

2015 한국교육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III. 연구결과
가.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 자료에서 측정된 요인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표 4>와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부
부갈등의 경우 평균이 전반적으로 증감의 추세에 있으며, 남편양육지원은 정체 및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속적인 변수들의 정상분포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고 있어 모수추정에 무
리가 없어 보이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평균
2009
2010
2011
2012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
원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
원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
원
지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
원

27.29

16.17
14.57
28.15
16.67
14.87
28.27
16.80
14.45
27.73
16.98
14.27

〈표 4〉기술통계량

표준편차

왜도

첨도

6.361

.080

.081

6.090
3.522
6.381
6.153
3.369
6.447
6.054
3.225
6.567
6.235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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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354
.073
.775
-.358
.014
.622
-.272
.079
.714
-.311

.572
-.526
.341
.435
-.487
-.050
.022
-.368
-.034
.36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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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상관관계

1
1
.410**
-.216**
1
.058*
.019
1
.060*
-.008
1
-.010
-.018

자녀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자녀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자녀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자녀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2009
2010
2011
2012

*p<.05 **p<.001

2
1
-.431**
1
-.391**
1
-.438**
1
-.454**

3
1
1
1
1

2) 주요 변수의 잠재성장모형 측정
본 절에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에 대한 종단적인 특징을 확인하
고자 설정한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5년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무 변화모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는 모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차곡선적인 변화를 보
이는 모형이다.
〈표 6〉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각 모형의 적합도

2(df)
107.2(8
)
χ

양육스트레
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
원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
형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
형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곡선변화모
형

NFI
.966

63.7(5) .980
0.4(1) 1.000
721.7(8
.159
)
704.4(5
.179
)
0.3(1) 1.000
764.7(8
.166
)
739.1(5
.194
)
13.1(1)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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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969

.981
1.000
.161
.180
1.000
.168
.195
.987

CFI
.969

.981
1.000
.159
.175
1.000
.166
.191
.987

RMSEA
.76

.74
.000
.204
.255
.000
.210
.261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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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모든 모형에 있어서 이차곡선변화모
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차곡선변화모형의 경우 다른 모형
에 비해 χ2 값이 작고,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들 역시 의미있는 양호한 값들을 제
시하고 있다. 다만 양육스트레스에서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양호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χ2 값이 이차곡선변화모형보다 크고, 실
제 자료의 평균도 무변화나 선형적인 변화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워 이차곡선모형
을 선정하였다. 이차곡선모형의 주요한 초기값,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이차곡선변화모형 수치

초기치-이차곡
초기치-변화율 변화율-이차곡
선
선
상관
상관
상관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26.285**

.146

26.471**

변화율

1.167**

.146

3.085

.046

.080

이차곡선

-.346**

-.609

-.467

-.190

*p<.05 **p<.001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

평균은

26.285(p<.001),

변량은

26.471(p<.001)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초기
치가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도
1.167로 나타나 4년동안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주며, 변화율의 변량은 통계적으
로 무의미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 변화율과 이차곡선의 상관, 초기
치와 이차곡선의 상관이 각각 -.609, -.467, -.190으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는 무의하였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지만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
로 나타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하여 본다면 초기치의 크기가 높을수록 변화율
의 증가 폭이 느리게 진행됨을 제시한다고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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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부갈등의 이차곡선변화모형 수치

초기치-이차곡
초기치-변화율 변화율-이차곡
선
선
상관
상관
상관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15.199**

.134

-3.026

변화율

.550*

.253

46.932**

.083

5.404**

이차곡선

-.099

4.842

-15.902**

-1.323

*p<.05 **p<.001

부부갈등의 초기치 평균은 15.199(p<.001), 변화율은 .550(p<.05)로 나타나고 있어
어머니들의 부부갈등 인식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을 제시하고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초기치의 변량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 반하여 변화율의 변량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변화율과 이차곡선의
상관이 유의마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9> 남편양육지원의 이차곡선변화모형 수치

초기치-이차곡
초기치-변화율 변화율-이차곡
선
선
상관
상관
상관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

13.690**

.077

1.040

변화율

.159

.139

16.128**

-.113

.045

1.698**

이차곡선

-.772

-5.254**

.186

*p<.05 **p<.001

남편양육지원의 경우 초기치는 13.690(p<.001)이며, 변화율의 평균은 .159로 통계
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변화율과 이차곡선의 변량은 16.128(p<.001), 1.698(p<.001)이
었으며, 초기치와 변화율 그리고 초기치와 이차곡선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다. 변량의 차이를 통해 변화율과 이차곡선에 있어 연구참여자들 사이의 차이
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분석
도출한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의 이차곡선모형을 생애사적
인 변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종단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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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을
적용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종단적인 해당 변수의 변화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모형의 경로도는 〔그림
3〕과 같다.〔그림 3〕에는 설정한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5, **p<.001)경로만을 표현하였다.

〔그림 3〕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양육지원 다변량잠재성장모형
(해당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임)
설정한 모형의 모형적합도의 경우 NFI .915, IFI .919, CFI .919, RMSEA .091로서
RMSEA의 값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08-0.10 범주에 해당되어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남편양육지원의 초기치가
자녀양육 스트레스 초기치, 부부갈등 초기치, 부부갈등 변화율에 대한 경로, 남편
양육지원의 변화율이 부부갈등 변화율에 미치는 경로, 남편양육지원의 이차곡선이
부부갈등 이차곡선에 미치는 경로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로는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적으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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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와 관련하여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남
편의 초기 시점 양육 지원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초기 시점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초시인식이 개선되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증감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구축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관련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은 부부갈등의 초기시점의 완화시키는 것으로
도 확인된다.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의 초기치는 부부갈등의 초기치에 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어,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기능적인 인식은 가정 내 부부
간의 갈등의 수준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
다.

Ⅳ. 결론 및 논의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5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영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지원 사이의 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
과 남편의 양육지원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김
근혜·김혜순, 2013; 김수연, 2010; 안재진, 2011;이정숙·두정일, 2008; 이지원, 2003; 이정
순, 2003; 전영자,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 종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남편의
양육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3]을 보면 남편의 양육지원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초기치에서만 유의미한 관
계가 발견되는 반면 남편의 양육지원과 부부갈등의 관계는 초기치 뿐만 아니라 변화율과
이차곡선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살
펴본다면 <표7>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이차곡선변화모형을 볼 때 변화율과 이차곡
선의 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서 변화율과 초기
치가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양육지원이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도 초기치에서만 유의미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된
다.
그러나 남편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치에서만 유의미하
게 나왔다고 해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과 이차곡선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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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2차년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데
이터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편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이는데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으로 보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결론
을 제시하였으나 횡단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본 연구의 의
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의 자녀양육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구축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못
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서주현·김진경, 2012; 안재진, 2011; 이정순, 2003;
Muslow et al., 2002)이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지
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 점은 향후 후속연구
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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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on
Mother’s Child-rearing Stress
Lee, Hyunchul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Kim, Keun Jin

child-rearing

stress,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MLGM). the data is the 2nd wave(2009)-5th wave(2012)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The result shows that the intercept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cept of mother’s child-rearing stress. The intercept,
growth rate and quadratic curve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ffects
significantly the intercept, growth rate and quadratic curve of marital conflict. In
this regard,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is effective to reduce mother’s
child-rear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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