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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안정적 지속성을 분석하고, 이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단기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

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4차년도 ~ 6차년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4차년도(2011년)~6차년도(2013년)까지의 3개년도 시점에 걸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자기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

육스트레스, 우울은 각각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교차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시점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시점의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관

계에 대한 논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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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키에르케고르의 『그리스도교의 훈련』과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나타난 이상적인 아버지 

상 또는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자녀가 유년기일 때, 자녀가 아동기일 때,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의 3단계로 변화를 보인다(나일수, 1994).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떠한가?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는 변화의 과정을 보이

는가? ‘남성’이라는 이름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순간부터 시대와 문화의 경계

를 뛰어 넘어 ‘좋은 아버지, 바람직한 아버지 란?’ 사회, 가정, 그리고 아버지인 남성들에게 끊임

없이 던져진 질문이자 풀어야 할 과제이다(김영철, 양진희, 2014). 한 남성이 자녀와 아내를 포함

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자신 스스로에게 내리는 ‘아버지의 존재감’에 대한 평가는 남성 개인적 

삶 자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와 아버지로서

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성특성, 자아존중감, 부친

의 양육과정에 대한 지각, 부부간의 협력, 결혼만족도 등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요인(Lamb,

1986)은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축을 점한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요인 중 특히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능동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이 높다(Parke, 1981).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즉,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선호도, 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 등으로 정의

되는 자아존중감(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Brinthaupt & Erwin, 1992;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은 자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며(Leary

& Baumeister, 2000), 이는 아버지로서의 남성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 발달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

응을 도움으로써 자녀의 전 생애를 걸쳐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Humphrey, 2002)는 

점에서 특히 강조된다.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Coopersmith, 1981).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돕는 대표적인 변인

이며, 자녀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Brander, 1992). 다수의 연구

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Cowan &

Cowan, 201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Komoto, Hirose, & Okamitsu, 2013; Robinson, Garber, & Hilsman, 1995; Roberts, Gotilb, &

Kassel, 1996).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자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

(Webster-Stratton, 1990; Grimm-Thomas & Perry-Jenkins, 1994),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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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to, Hirose, & Okamitsu, 2013; Robinson, Garber, & Hilsman, 1995; Roberts, Gotilb, &

Kassel, 1996), 아버지의 우울(Flippo & Lewinsohn, 1971) 등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상

호관련성이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

며(Parke, 1981),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버지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에 비해 스트레스

를 경험했을 때 높은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버지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통제적이고 처벌적이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거나, 자녀에게 덜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높은 심리적 통제를 나타내는 경향도 높다.

Abidin(1990, 1992)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대체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양육참여자로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 및 교육에 대한 기대역할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대부분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신미정, 1995),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 참여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나 

개인 시간의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성영혜,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

육참여는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 스스로 가

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신이 만족할만한 충만한 삶을 영위한다(Kimball, 1989). 부모의 자녀 양

육스트레스는 적절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가족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Crinic & Greenberg, 1990), 양육회피 

등 부적응적인 행동전략을 유발한다(Johnson & Simpson, 2013; Phetrasuwan & Miles, 2009).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박순주, 2011; 이정순,

2003; 최승애, 2006)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스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나 최근 서서히 관심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

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자신들의 부모역할이 바람직하거

나 기능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좌절과 우울을 초래하며(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nders, & Shafferm, 2005), 이런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우울과도 관련이 깊다(Bender, 2012).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자신

은 물론, 자녀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이다.

한편,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울한 

성향을 가진 아버지는 자아존중감이 낮으며(Roberts, Gotilb, & Kassel, 1996), 다른 사람에 비해 

3~6배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Monroe, Imhoff, Wise, & Harris, 1983). 부모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이 모두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Kane & Garber, 2004; Lewinsohn, Olino, & Klein, 2005). 아버지의 우울감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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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문제 행동(Marchand & Hock, 2003; Renk, Roddenberry, Olivers, & Sieger, 2007),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Ramchandani, Stein, Evans, & O’connor, 2005) 등 유해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Wilson & Durbin, 2010). 우울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며(Hossain, Field, Pickens, Malphurs, & Del Valle, 1997), 아버

지의 우울은 어머니의 우울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Field, 2010). 우울이 높은 아버지

일수록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부

정적인 상호작용이 악화되는 과정을 경험한다(Patterson, 1982). 또한 우울한 아버지는 자녀양육

에서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적게 사용하며(Fendrich, Waner, & Weissman, 1990), 자녀를 부정적

으로 대함으로써 자녀의 외적, 내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ane & Garber,

2004). 이처럼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

이다.

이상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 요인 중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

레스, 그리고 우울을 분석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명함으로써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개인

의 자아존중감과 성인기 이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나, 성인대상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Dick & Bronson, 2005).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 우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자료에 기초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어 다른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변인들 간의 종단

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아버지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과정에서 중요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

스, 그리고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한 각 변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및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의가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사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뿐 아니라, 세 변인 간의 교차적 관련성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

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와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 방향을 검증함으로써 자녀가 유년기일 때의 아버지를 통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자녀가 아동기일 때와 청소년기일 때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

육스트레스 및 우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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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둘째,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4차년도(2011)부터 6차

년도(2013)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층화표본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기초하여 육아정책연구소(KICCE)에서 수집한 4차년도

(2011) 1,754가구, 5차년도(2012) 1,703가구, 그리고 6차년도(2013) 1,662가구의 아버지가 해당된

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조사 참여한 패널 가구는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모두 동일

한 가구이며, 이에 이 연구의 분석대상 아버지도 3개년 간 동일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6차년도를 기준으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8.71세(SD=3.81), 어머니 

연령은 만 36.29세(SD=3.56), 현 결혼 상태 유지 기간(년)은 8.91년(SD=2.96), 자녀의 월령은 

62.63개월(SD=1.29), 자녀의 성별은 남아 576명(51.8%), 여아 536명(48.2%)이었다.

2. 측정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도

구이다. 자아존중감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존중의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내 자신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최하 5점에서 최고 50점까지 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내적 합치도

(Cronbach ɑ)는 연차별로 각각 .83, .84,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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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아동패널(2007)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

이 없다.’ 등을 묻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최하 11점에서 최고 55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

지가 자녀를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ɑ)는 연차별로 각각 .85, .86, .87이었다.

3) 우울

우울은 간편형으로 제작된 K6(Kessler et al., 2002)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우울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최근 우울한 감정상태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

을 묻는 총 6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부터 ‘항상 느낀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최하 5점 척도로 최하 5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의 양육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ɑ)는 연차별로 모두 .91이었다.

3. 연구 모형 설계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인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방법(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을 활용하고자 한다.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을 활용하여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측정변인 들의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

차 공분상 동일성 성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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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통한 각 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19

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1, 2, 3, 4(기본모형):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모형 1), 모형1의 기본모형에 자아

존중감의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으로, 동일한 측정변인을 시간에 따

라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변인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설정

한 모형(모형 2), 모형2에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적으로 설

정한 모형(모형 3), 모형 3에 우울의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모형(모형 4)

[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 연구모형

모형 5, 6, 7(측정동일성): 모형 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5), 모형 5에 추가하여 잠재

변인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b1, b2)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6), 모형 6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

(c1, c2)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 9, 10, 11, 12, 13, 14, 15, 16(경로동일성): 모형 7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8), 모형 8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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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9), 모형 9에 추가하

여 잠재변인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0), 모형 10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1), 모형 11에 추가하여 우울에 대한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2), 모형 1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

에 대한 잠재변인 양육스트레스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3),

모형 1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잠재변인 양육스트레스의 교차회귀계

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4), 모형 1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에 대

한 잠재변인 우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5), 모형 15에 추가

하여 잠재변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인 우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모형 16)

모형 17, 18, 19(오차 공분산 동일성): 모형 16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

스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7), 모형 17에 추가하여 잠

재변인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8), 모형 18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모형 19)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종단자료의 특성상 포함하고 

이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방법으로 완전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의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장점이 있으며,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는 종단연구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Enders &

Bandalos, 2001). 모형 적합도는 χ2 값과 절대적합지수 RMSEA, 중분적합지수 CFI, NFI, TLI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NFI값을 부합도지수로 사용할 경우, 동일한 이론모델의 부합도가 표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단점(Bollen & Long, 1993; Gerbing & Anderson,

1993)을 보완하기 위하여 CFI 값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CFI, TLI의 적합도 지수가 .90 이상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적당한 적합도로 평가되므로 이 기준(배

병렬, 2007, 2009;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자아존중

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형의 기각 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오류가 발

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문항 묶기(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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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구의 

주요변인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 1

2 -.49** 1

3 -.52**  .43** 1

4  .54** -.33** -.32** 1

5 -.37**  .51**  .30** -.47** 1

6 -.31**   30**  .45** -.50** .46** 1

7 -.04   .04 -.04 -.02 -.02 -.01 1

8 -.00 -.01 -.06**   .02 -.02   .00 -.52** 1

9 -.04 -.04 -.04   .03   .30 -.00 -.50**  .49** 1

M  3.76  2.46  1.88  3.77  2.40 1.86  3.81 2.44 1.83

SD   .53   .59   .70   .53   .60  .67   .52  .60  .66

Skew -.07 -.05   .82 -.05   .03  .69 -.05  .05  .66

Kurt -.34 -.18  1.01 -.31 -.01  .65 -.25 -.06  .45

*p ＜.05, **p ＜.01 

1: 자아존중감 4차년도, 2: 자아존중감 5차년도, 3: 자아존중감 6차년도, 4: 양육스트레스 4차년도, 5: 양육스

트레스 5차년도, 6: 양육스트레스 6차년도, 7: 우울 4차년도, 8: 우울 5차년도, 9: 우울 6차년도 

분석 자료가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충족 기준에 의거하여 4~6

차년도 자료의 총 27개 측정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03에

서 1.08사이, 첨도는 절대값이 .01에서 1.64사이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기준값(Kline, 2005; West et al., 1995)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년도 시점 모두에서 대체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

레스 및 우울 사이에는 부적상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는 정적상관의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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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의 모형 간 비교는 χ2차이(△χ2)검증을 활용하였으며, 표집의 크기에 민감한 χ2

차이검증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집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Kline,

2005). 모형 간의 CFI 차이검증(△CFI)은 .01이하일 때, 즉 .01이상의 값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일성이 성립된다고 가정하는 기준(연은모, 최효식, 윤해옥, 2015; 장유진, 이강이, 2014;

Cheung & Rensvold, 2002)에 따라 해석하였다. 19개의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간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CI)
△χ2 △df △CFI

모형 1 1861.762*** 297 .922 .939 .050(.047～.052) - - -

모형 2 1761.529*** 288 .924 .942 .049(.047～.051) 100.233*** 9 .003

모형 3 1565.150*** 279 .923 .950 .046(.044～.049) 196.379*** 9 .008

모형 4 1457.915*** 270 .935 .954 .045(.043～.048) 107.235*** 9 .004

모형 5 1465.959*** 274 .936 .953 .045(.043～.047) 8.044 4 .001

모형 6 1476.880*** 278 .937 .953 .045(.042～.047) 10.921*** 4 0

모형 7 1093.363*** 282 .937 .953 .044(.042～.047) 383.517*** 4 0

모형 8 1593.493*** 283 .932 .959 .046(.044～.049) 500.130*** 1 .006

모형 9 1678.085*** 284 .928 .950 .048(.046～.050) 84.592*** 1 .009

모형 10 1790.418*** 285 .922 .941 .050(.047～.052) 112.333*** 1 .005

모형 11 1811.761*** 286 .921 .940 .050(.048～.052) 21.343*** 1 .001

모형 12 1813.266*** 287 .921 .940 .050(.048～.052) 1.505 1 0

모형 13 1823.247*** 288 .921 .940 .050(.048～.052) 9.981*** 1 0

모형 14 1839.896*** 289 .921 .939 .050(.048～.052) 16.649*** 1 .001

모형 15 1850.470*** 290 .921 .939 .050(.048～.052) 10.574*** 1 0

모형 16 1854.946*** 291 .921 .939 .050(.048～.052) 4.476*** 1 0

모형 17 1922.544*** 292 .918 .936 .051(.049～.053) 67.598*** 1 .003

모형 18 1927.618*** 293 .918 .936 .051(.049～.053) 5.074*** 1 0

모형 19 1927.889*** 294 .918 .936 .051(.049～.053) .271 1 0
***p ＜.001 

먼저, 모형 1에 아버지 자아존중감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 2의 적합도는 

χ2(df=288)=1761.529, p＜.001, TLI=.924, CFI=.942, RMSEA=.049(90% 신뢰구간=.047~.051)로 모

형 1보다 더 적합하며, 모형 2에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 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 관계  43

3의 적합도는 χ2(df=279)=1565.150, p＜.001, TLI=.923, CFI=.950, RMSEA=.046(90% 신뢰구간

=.044~.049)으로 모형 2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 우울의 측정변인 오차 간에 

공분산을 추가한 모형 4의 적합도는 χ2(df=270)=1457.915, p＜.001, TLI=.935, CFI=.954,

RMSEA=.045(90% 신뢰구간=.043~.048)으로 모형 3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 

동일성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측정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5와 4 간의 χ2값의 차이(△χ2(df=4)=8.04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CFI값의 차이 

또한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 6과 5간의 

χ2값의 차이(△χ2(df=4)=10.921, p＜.05)와 모형 7과 6간의 χ2값의 차이(△χ2(df=4)=383.51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CFI값의 차이 또한 .01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

트레스, 우울의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로 동일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8과 측정동일성 모형 7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500.130, p＜.001), 아버

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9와 모형 8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84.592, p＜.001), 아버지 우울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10과 모형 9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112.333, p＜.001)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만, CFI값의 차이가 .01을 초과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자기회

귀계수 역시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12와 11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1.505,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CFI값도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

한 모형 11과 자기회귀계수 경로동일성 모형 10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21.343, p＜.001),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13과 모형 12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9.981, p＜.01),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

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14와 모형 13 간의 χ2 값의 차이(△χ2(df=1)=16.649, p＜.001), 아버지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15와 모형 14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10.574, p＜.01)과 아버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

약을 가한 모형 16과 15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 =4.476,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CFI값의 차이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간의 교차회귀계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함으로 경로동일성이 

모두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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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오차공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함으로써 간명성을 고려한 모형 17과 경로동일성 모형 16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67.598, p＜.001),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

형 18과 모형 17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5.07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CFI값의 

차이가 모두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오차공분산을 동일하

게 제약한 모형 19와 모형 18 간의 χ2값의 차이(△χ2(df=1)=.27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CFI값의 차이 또한 .01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의 시간에 따른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

었다고 판단되어 모형 19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 19는 TLI 값은 .918, CFI 값은 .936으

로 모두 .90이상이었고, RMSEA 값은 .051로 자료에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세 

변인의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에서 6차년도까지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조계수 추정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우울에 따른 양상과, 세 

변인들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19에서 구조계수를 

추정한 경로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

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과 같이, 세 시점(4차, 5차, 6차년도)에 걸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4차년도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5차년도의 자아존중감(=.305, p＜.001)과 5차년도의 자아존중감이 6차년도의 자

아존중감(= .281,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년

도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5차년도(= .272, p＜.001)에, 5차년도의 양육스트레스는 6차년도

(=.262, p＜.001)에, 그리고 4차년도의 아버지의 우울은 5차년도(=.248, p＜.001)에, 5차년도 

양육스트레스는 6차년도(=.225,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각각은 3

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도 이후 시점의 경향을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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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추정치
표준

오차
t

표준화된

추정치

자아존중감 5차 <--- 자아존중감 4차   .293 .030   9.629*** .305

양육스트레스_5차 <--- 양육스트레스_4차   .270 .032   8.534*** .272

우울 5차 <--- 우울 4차   .233 .026   9.050*** .248

양육스트레스_5차 <--- 자아존중감 4차 -.070 .034 -2.096*** -.067

우울 5차 <--- 자아존중감 4차   .017 .028    .602 .018

자아존중감 5차 <--- 양육스트레스_4차 -.053 .028  -1.870 -.059

우울 5차 <--- 양육스트레스_4차   .090 .027   3.377*** .103

양육스트레스_5차 <--- 우울 4차   .040 .030    1.301 .037

자아존중감 5차 <--- 우울 4차 -.011 .027   -.413 -.012

자아존중감 6차 <--- 자아존중감 5차   .293 .030   9.629*** .281

양육스트레스_6차 <--- 양육스트레스_5차   .270 .032   8.534*** .262

우울 6차 <--- 우울 5차   .233 .026   9.050*** .225

양육스트레스_6차 <--- 우울 5차   .040 .030   1.301 .034

자아존중감 6차 <--- 우울 5차 -.011 .027  -.413 -.010

자아존중감 6차 <--- 양육스트레스_5차 -.053 .028 -1.870 -.056

양육스트레스_6차 <--- 자아존중감 5차 -.070 .034 -2.096*** -.062

우울 6차 <--- 자아존중감 5차   .017 .028 .602 .017

우울 6차 <--- 양육스트레스_5차   .090 .027 3.377*** .099

***p ＜.001 

다음은 연구문제 2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인

과관계를 회기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교차적회귀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067, =-.062,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시점의 아버지 

의 우울(=.018, =.017,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

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059, =-.056,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우울(=.103 =.099, p

＜.00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012, =-.010, p＜.05)과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037, =.034,

p＜.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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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변인일 가능성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의 원

인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종모형 변인들의 경로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경로도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관계를 자

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단기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발표된 선행연

구들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일방향적 관계를 제시한 횡단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변인 간의 관련성 분석 및 상호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밝힌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 연구는 변인 간의 일방향적인 영향력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는 선행연구의 한

계점을 보완하고 변인 간의 영향력을 양방향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

름에 따른 변화 경향과 안정성을 파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아동패널의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3년 동안 이전 시점

의 아버지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은 각각 다음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

레스,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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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세와 5세로 성장하는 3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

트레스, 우울은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변인은 모두 한 시점을 

통해 다음 시점을 각각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양진희, 2015; 육아정책연구소, 2010), 양육스트레스(김진경, 김혜라, 2012;

양진희, 2015)와 우울(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5; Bates, 1989; Mehall, Eisenberg, Spinrad, &

Gaertner, 2009)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에도 안정적이고 유지되는 변인이며, 부모의 심리특성들

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준 연구(최항준, 조수경, 김미정, 2015) 등과 일치한다. 이

는 3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녀가 4세와 5세로 성장하는 이후 시점에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이후 시점에도 낮을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3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으면 자녀가 4세, 5세로 성장

하였을 때에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도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으면 이후 시점에도 낮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3세, 4세,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은 자녀가 성장하는 시간의 변화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전 시점의 특성이 이후시점에 까지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변인임을 뜻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이 세 변인은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 경우 대체적으로 오

랜 기간 동안 이러한 경향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낮은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 및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변화 및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축한다. 더불어 영아기 자녀의 아버지들을 위한 자

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관련하여 한 연구(황정해, 2006)에 의하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 자신감 등이 향상되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감 

또한 높아져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자신의 인성 발달과 더불어 어머니의 정서적 안녕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더 구체적인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아기부터 중년기의 자녀를 둔 노년기의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홍길회, 황정해, 2008), 더불어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교차회귀계수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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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스트

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Kane &

Garber, 2004; Kwok, Ling, Leung, & Li, 2013)와는 일치하나,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양진희, 2015)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아버지

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횡단자료에 기초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Ialongo, Lopez, Horn, Pascoe, & Greenberg,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으

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버지의 우울의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아버

지 우울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는 실정에서 유용한 정보라 하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횡단적 자료에 기초한 상관관계 뿐 아니라, 장기종단적 자료를 토대

로 한 변인간의 인과관계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연구와의 차이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양육스트

레스는 이후 시점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이후 시점의 아

버지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 및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는 한계가 있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양진희, 201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우

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가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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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및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의 불일치한 결과가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 차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을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아버지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Kwok et al., 2013; Lyons-Ruth et al., 2002)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우울이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거나 양육스트레스를 높

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우울이 높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거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 또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 양육스트레

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우울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우울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아버

지 자아존중감에, 그리고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며,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원인 변인이나,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양육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그리고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3세, 4세, 5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를 명

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종단분석이 가능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

른 종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

트레스, 우울이 다른 변인의 원인 변인인지 또는 결과 변인인지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양방향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횡단자료에 기초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분석이 주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세 변인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

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

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건들 속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피로로 스트레스를 자주 느끼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역할수행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김기원, 2009; 이윤선, 2008; 최승애, 2006)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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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3세, 4세,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각 변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후속연구

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

점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단기 종단자

료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성인기에 가지는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은 성인기 이전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10년의 장기종단자료에 기초한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의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는 종단자료에 기초한 이 연구의 결과와 횡단자료에 기초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부부의 경우 상호관련성과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

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기종단적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

스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관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등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는, 변인이 하나씩 추가됨에 따라 상호영향력에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장기간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패널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패널데이터가 가지

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는 각 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대표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넷째, 패널데이

터를 활용하여 얻어진 결과의 시대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2016년 현재 2013년자료가 일반

에 공개되어 1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의 결과 해석의 일반화에 시대적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최대한 근접한 시기의 자료 공개가 요구된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아

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등과 같이 처

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육효능감 등과 같은 변인 간 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속 연구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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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1)

Yang, Jin-Hee*

Kim, Young-Chul**

The study examined the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Three waves(2011~2013) of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bsequent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respectively. Second, there was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but

there was no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self-esteem and paternal

depression. Third,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but had no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discussions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and paternal depression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Fathers’ Self-esteem, Parenting Stress, Paternal Depress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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