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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년) 1,662명의 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자기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

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분담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아버지는 상대방효과에서, 어머니는 자기효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부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구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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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족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총체이며,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이다

(Watzlawick, Weekland, & Fisch, 1974).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히

게 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이러한 점에서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은 인간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초기의 사회화의 근원이 되며,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 

중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크다.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Moos(1974)는 가족 상호작용 양식을 응집성

(cohesion), 표현성(expressiveness), 갈등(conflict)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가족 상호간 의

사소통의 특징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지지와 지원 및 관여의 정도, 감정의 표현 및 자율성의 

정도, 분노, 공격, 갈등 등과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가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Olson 등(1983)은 가족 상호작용 양식 중 가족 응집성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유대

라고 정의하고, 가족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

할 때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가족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정도, 양육태도, 가족의 협상유형, 가족 간의 

역할관계, 가족 규칙의 융통성 및 지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이들은 가족 응집성의 기준에 따라 균형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 등으로 분류하거나, FACES

Ⅲ(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의 점수에 따라 균형가족, 약간 균형

적인 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분류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

성 및 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족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Islay, O’Neil, Calfelter, & Parke, 1999),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Dadds, 1987).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성 또한 높으며(김정화,

2005; 박향숙, 2005), 낮은 아동들은 적대감이나 주의산만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김선숙, 2005). 또한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 변인에 상호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annum & Mayer, 1984),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핵가족에서 전수되는 등(Bowen, 1972; Kerr & Bowen, 1988),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친밀감 및 유대감은 세대간에 영향력을 갖는다(김순기, 유영주, 2001; 남순현, 한

성열, 2001; 차정화, 전영주, 2002; 하상희, 2008; 하상희, 정혜정, 2008; Anderson & Sabat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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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Bowen, 1972;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이와 관련하여, 가족 상호작용과 

부부 정서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avee와 Olson(1991)은 가족 상호작

용에서 응집성이 높은 가족의 배우자들은 상호간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응집성이 높을

수록 배우자들은 상호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이 적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Bartle-Haring과 

Sabatelli(1998)는 원가족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는 배우자 상

호간에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족 상호작용이 자녀뿐만 아

니라 부부 사이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 및 역할 수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강학중, 유계숙,

2007; 김낙흥, 2010; 김영철, 2014; 김영철, 양진희, 2014a; 민현숙, 정영숙, 2005; 양정화, 2002; 이

정순, 2003; 이정순, 조희숙, 2005;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한유미, 오경숙, 2008;

한유진, 김선애, 2007)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적절한 양육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모로써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고 양육에 적극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김영철,

2014)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김보람, 2013; 우수경, 2005; 장석경, 이지

현, 2008; 황영미, 문혁준, 2006) 및 양육분담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정순, 2003; 한유미, 오경숙, 2008)과 양육스트레스(강학중, 유계숙, 2007; 박성옥, 강

영자, 1997) 등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감소시키는(김영철, 양진

희, 2014b; 이슬기, 2014)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분담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내용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영철, 2014; Coleman, 1988; Harpster, 1998;

Walker & McGraw, 2000). 일반적으로 부부의 평등한 양육참여 및 분담은 부부사이의 유대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의 차이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직결되는 양육분담과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개인 및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보다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양육

스트레스(이주옥, 2008; Seginer, Vermulst, & Geris, 2002)는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 역할 수행

(Deater-Deckard, 2006) 및 역할 회피(Jarvis & Creasey, 199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

분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양육자를 둘러싼 인적 구성원들의 양육행동 및 양육분담 등과 관련이 높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과도할 경우 신경증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김종한, 2012; 손영지, 박성연,

2011; 이주옥, 2008; 양진희, 김영철, 2016; Belsky, Woodworth, & Crnic, 1996)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일관된 양육태도(김미숙, 문혁준, 2005; Zahn-Waxler, Ianotti, Cummings, & De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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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및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4)과 문

제행동(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 2013; 정윤주, 김윤주, 2014; Crnic, Gaze, & Hoffamn,

2005)등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전수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와

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인식 및 자녀양육분담과 양육스

트레스의 관련성을 연구한 한유미와 오경숙(2008)은 성역할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현

대사회에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평등은 가족의 갈등 원인이 될 뿐만 아

니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토요휴업일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높을

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는 예전에 비하여 아버지도 자녀의 양

육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선미정,

1995)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오은영, 2001), 상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빈도와 질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손유기, 1998; 한유미, 오경숙, 2008)는 점을 함축한다. 이상을 통해서, 부모의 양

육분담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 및 유대와 

관련 있는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 역동적이

고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구조적 관계의 이론적 모형이 성립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의의가 확보된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들 간의 개별적인 분석에 국한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 간의 상호 영향력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연은모, 최효식, 2015; 이인정, 김미영, 2014; 이주리, 2012; 최효식, 연은모, 2014)은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커플 상호간에 어

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Cook & Kenny, 2005; Kenney, Kashy, &

Cook, 2006)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던 커플 자료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APIM을 활용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립적인 자료가 아닌 한 단위로 다루어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담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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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차년도(2013년) 2,150가구의 조사대상 중 최종 선택된 1,662가구의 아버지

와 어머니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선정을 위하여 관찰 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8.71

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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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녀의 성별은 남아 576명(51.8%), 여아 

536명(48.2%)이었다. 이 연구에서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한 자료 

중 6차년도 자료가 2016년 현재 가장 최근자료이기 때문이다.

2. 측정 도구

1) 가족 상호작용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David

Olson(2010)의 FACES Ⅳ Manual(Family Adptability and Cohesion Evalustion Scales Ⅳ)을 번

안하여 사용한 가족 상호작용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가족리더십, 역할관계와 관

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묻는 응집성의 균형 영역과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묻는 

유연성의 균형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응집성

과 유연성 정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

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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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최하 5점에서 최고 7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응집성, 유연성

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가족 

상호작용 검사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2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평균은 54.25(SD=7.12), 어머니의 평균은 52.85(SD=7.82)이었다.

2) 양육분담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양육분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NICHD(2007)의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를 번역하여 사용한 양육분담(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를 돌

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등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배우자가 함’에 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에 2점, ‘똑 같이 함’에 3점, ‘대부분 내가 함’에 4점, 그리고 ‘내가 함’에 5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16점에서부터 8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보다 양육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

수록 배우자가 양육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분담 검사 척도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는 아버지는 .92, 어머니는 .91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양육분담 평균은 

33.99(SD=8.96), 어머니의 평균은 64.73(SD=8.67)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김기현과 강

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중 일

부를 발췌하여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11점에서 최고 55

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검사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87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6.82(SD=6.61), 어머니의 평균은 29.15(SD=6.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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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

트레스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셋째,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

을 기반으로 각 연구변인 간 직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모

형 분석은 편리성이 높고, 추정치 간의 차이 비교가 용이하며(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APIM은 한 쌍의 변인이 자기 혹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된다(연은모, 최효식, 2015). 이 모형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

(actor effect)와 자신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의 각각의 행동

이 배우자의 어떠한 반응을 예측하는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Kenny, 1996).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분석 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활용하여 계

수를 추정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

수는 적합도 평가 기준(배병렬, 2007, 2009;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에 따

라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측정모형

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형의 기각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

육스트레스의 문항들은 문항 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22개의 측정변인이 6개의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18에서 .94사이였고, 첨도는 -.11에서 2.95사이로 모든 변

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4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이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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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Malik, & Lee, 2003; Kline, 2005; West, Finch, & Curran, 1995)의 범위 내로 나타나 정규 

분포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과 같이, 가족 상호작용은 대체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서 변인 간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변인별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75
**

1

3 .69
**

.67
**

1

4 .66** .77** .68** 1

5 .13** .13** .10** .19** 1

6 .16** .18** .15** .27** .65** 1

7 .17** .17** .16** .27** .62** .74** 1

8 .16
**

.17
**

.16
**

.27
**

.62
**

.77
**

.73
**

1

9 -.38
**
-.34

**
-.33

**
-.31

**
.04 -.02

**
-.03 -.04

**
1

10 -.45**-.39**-.38**-.37** -.01 -.08** .06** -.08** .65** 1

11 -.30**-.29**-.31**-.30** .00 -.06** -.05 -.05 .56** .64** 1

12 .53** .48** .45** .43** .14** .16** .18** .16** -.25** -.27* -.19** 1

13 .49** .52** .42** .47** .17** .18** .18** .18** -.24**-.27**-.20** .78** 1

14 .41
**

.40
**

.47
**

.40
**

.13
**

.18
**

.18
**

.18
**

-.22
**
-.23

**
-.18

**
.72

**
.68

**
1

15 .42
**

.44
**

.43
**

.52
**

.23
**

.26
**

.24
**

.25
**

-.18
**
-.24

**
-.20

**
.67

**
.77

**
.68

**
1

16 -.11**-.12**-.12**-.19**-.61**-.34**-.37**-.33** .03 .04 .07** -.19**-.20**-.19**-.28** 1

17 -.15**-.19**-.17**-.27**-.39**-.44**-.37**-.36** .09** .13** .14** -.22**-.26**-.26**-.38** .70** 1

18 -.15**-.16**-.15**-.25**-.35**-.36**-.48**-.35** .05 .08** .10** -.24**-.23**-.26**-.34** .61** .74** 1

19 -.11**-.13**-.16**-.23**-.34**-.34**-.34**-.45** .06** .08** .08** -.19**-.20**-.24**-.31** .61** .72** .68** 1

20 -.21
**
-.20

**
-.23

**
-.21

**
-.01

**
-.04

**
-.05

**
-.04

**
.36

**
.28

**
.30

**
-.32

**
-.29

**
-.34

**
-.25

**
.06

**
.09

**
.10

**
.09

**
1

21 -.25
**
-.24

**
-.25

**
-.23

**
-.05

**
-.06

**
-.06

**
-.09

**
.31

**
.37

**
.32

**
-.37

**
-.32

**
-.35

**
-.28

**
.08

**
.10

**
.10

**
.06

**
.66

**
1

22 -.18**-.17**-.21**-.20**-.03**-.04**-.08**-.08** .27** .29** .39** -.32**-.28**-.35**-.29** .08** .12** .12** .09** .58** .63** 1

M 4.11 3.98 3.75 3.69 2.31 2.07 2.09 2.12 2.34 2.18 2.77 4.00 3.93 3.62 3.57 3.88 4.06 4.09 4.12 2.58 2.32 3.03

SD .59 .55 .61 .57 .71 .59 .62 .67 .75 .66 .69 .64 .60 .68 .62 .69 .60 .60 .59 .79 .67 .70

왜도 -.81 -.61 -.44 -.18 .71 .94 .69 .79 .26 .32 -.23 -.98 -.98 -.62 -.41 -.49 -.47 -.37 -.50 .27 .27 -.23

첨도 2.35 1.78 1.01 .74 1.25 2.95 2.22 1.99 -.18 .03 .04 2.61 2.69 1.03 .93 .29 .48 .19 .38 -.11 .11 .20
*p<.05, 

**p<.01

1: 부 가족 상호작용(1), 2: 부 가족 상호작용(2), 3: 부 가족 상호작용(3), 4: 부 가족 상호작용(4), 5: 부 양육분담(1), 6:부 양육분담

(2), 7: 부 양육분담(3), 8: 부 양육분담(4), 9: 부 양육스트레스(1), 10: 부 양육스트레스(2), 11: 부 양육스트레스(3), 12: 모 가족 상

호작용(1), 13: 모 가족 상호작용(2), 14: 모 가족 상호작용(3), 15: 모 가족 상호작용(4), 16: 모 양육분담 (1), 17: 모 양육분담(2), 

18: 모 양육분담(3), 19: 모 양육분담(4), 20: 모 양육스트레스(1), 21: 모 양육스트레스(2), 22: 모 양육스트레스(3)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

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df=99)=1597.43, p＜.001, TLI=.88, CFI=.91,

RMSEA=.08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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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1)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등가제약 모형은 (1)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 비교(a=a’),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

니의 상대방효과 비교(b=b’), (3)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

방효과 비교(a=b’), (4)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

교(a’=b)이다. 등가제약모형의 해석은 χ2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효과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론적 근거(김시연, 서영석, 2010)와 선행연구들(연은모, 최효식, 2015;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에 기초하였다.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각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결과,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β=-.11)와 어머니(β=-.42)의 자기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

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

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증가하고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β=-.11)와 상대방효과(β=.3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배우자인 어머니의 가

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미치

1) ( ) 값은 표준화 계수임.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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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β=-.42)와 상대방효과(β=.1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

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

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보다는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배우자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TLI CFI RMSEA △χ2

기본모형 1597.43*** 99 .88 .91 .08 -

등가제약 1

(a=a’)
1659.47*** 100 .87 .91 .08 χ2(1)=62.04*** 

등가제약 2

(b=b’)
1622.74*** 100 .88 .91 .08 χ2(1)=25.31***

등가제약 3

(a=b’)
1723.76*** 100 .87 .90 .08 χ2(1)=126.33***

등가제약 4

(a’=b)
1657.63*** 100 .87 .91 .08 χ2(2)=60.20***

*p ＜.05, **p ＜.01, ***p ＜.001 

3.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
(df=71)=863.22, p＜.001, TLI=.92, CFI=.94,

RMSEA=.07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부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

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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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2)

그 결과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β=-.53)와 어머니(β=-.44)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

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

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

용의 자기효과(β=-.53)와 상대방효과(β=-.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갖고 있는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TLI CFI RMSEA △χ2

기본모형 863.22*** 71 .92 .94 .07 -

등가제약 1

(a=a’)
868.56*** 72 .92 .94 .07 χ2(1)=.51* 

등가제약 2

(b=b’)
863.55*** 72 .92 .94 .07 χ2(1)=.33

등가제약 3

(a=b’)
926.92*** 72 .93 .94 .07 χ2(1)=63.71***

등가제약 4

(a’=b)
896.63** 72 .92 .94 .07 χ2(2)=33.41***

*p ＜.05, 
**p ＜.01, 

**p ＜.001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β=-.44)와 상대방효과(β

2) ( ) 값은 표준화 계수임.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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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df=71)=1020.56, p＜.001, TLI=.87, CFI=.91,

RMSEA=.07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3)

그림 3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분담은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양육분담이 줄어

들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β=.00)와 어머니(β=.16)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둘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

3) ( ) 값은 표준화 계수임.
**p ＜.01,

***p ＜.001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93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

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이 부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분담의 자

기효과(β=.00)와 상대방효과(β=.1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양육분담보다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분담의 자기효과

(β=.16)와 상대방효과(β=.02)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

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의 양육분담보다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보다

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양

육분담보다는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TLI CFI RMSEA △χ2

기본모형 1020.56*** 71 .87 .91 .07 -

등가제약 1

(a=a’)
1031.77*** 72 .87 .91 .07 χ2(1)=11.20** 

등가제약 2

(b=b’)
1024.62*** 72 .88 .91 .07 χ2(1)=4.05* 

등가제약 3

(a=b’)
1030.42*** 72 .87 .91 .07 χ2(1)=9.86**

등가제약 4

(a’=b)
1041.39*** 72 .87 .91 .07 χ2(2)=20.83***

*p ＜.05, **p ＜.01, **p ＜.001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부부의 개인 내 

차원과 개인 간 차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현상을 보다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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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

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의 크기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

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이 양욱분담에 미치는 영향

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분담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양육분담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는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다는 연구(김순기, 유영

주, 2001; 남순현, 한성열, 2001; 차정화, 전영주, 2002; Anderson & Sabatelli, 1992; Bowen, 1972;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또는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가족의 배우자들은 상호간

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Lavee & Olson, 1991) 등 가족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깊이 있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함축한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간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

기-상대방효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은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자신의 양육분담은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

의 양육분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분담은 대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부 사이

의 역할분담 및 역할 수행과 관련이 높으며, 이러한 역할수행이 높아질수록 부모 사이의 양육분

담은 줄어들고 더불어 부부 간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김경신, 1996; 김종

한, 2012; 이미숙, 1996; 이슬기, 2014; 이인정, 김미영, 2014; 조희금, 1999; 한유진, 김선애, 2007)

와 다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나, 어

머니를 단일 대상으로 하여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부부를 커플로 하여 자기-상

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 부모와 같이 상호의존

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커플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는 점에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구는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간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은정, 2000), 가족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자녀의 또래 유능성(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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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임순, 2009)뿐만 아니라, 또래 놀이 상호작용(강병재, 2010; 이수남, 2010), 사회적 힘의 영

향력(강병재, 2010), 및 아동의 사회적 적응 등과 같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병재, 2010; 민혜영, 1998) 등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반면,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정적

인 영향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분담은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의 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후 깊이 있게 논의되어

야 할 후속과제는,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증가하는 점이다. 이는 가족 상호작용

이 높을수록 부부 사이의 균형적인 양육분담이 상승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의해서도 

정적인 영향을 받는 바람직한 모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족 상호작용은 대체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난 반면, 상대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

해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자신에게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우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한 아버지

와 어머니 간 자기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스

트레스는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

았다. 즉,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든다거나, 어머니

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배우자 상호간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가 낮아

진다는 주장(Bartle-Haring, 1998)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관계

에서 부부갈등이 많고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 모두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며(정미경,

김영희, 2003), 가족 상호작용의 부적절성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부족과 더불어 자녀의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대체로 가족 상호작용

이 부족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의 사회적 활동을 꺼려하는 경향도 높으며(Buehler & Gerard,

200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태도를 유발시킨다는 연구(이수남, 2010) 등을 토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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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분석하는 일도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체로 가족 상호작용이 높고 가족 적응

성이 높은 경우 외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으며(Olsen et al., 1983), 가족 상호작용 빈도와 질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손유기, 1998)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배우자의 양육스

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

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간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추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

지의 경우 상대방효과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자기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모

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 자신이나, 배우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 자신은 물론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

항은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증가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기능

을 한다는 연구(오은영,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아버지 자신의 양육분담이 증가

한다고 하여 반드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오경숙, 한유미, 2006)나, 아버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도 함

께 증가한다는 연구(선미정, 199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보다

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배우자

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및 양육스트레스는 일차

적으로 부모 자신의 효능감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배우자의 부모효능감 수준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한유미, 오경숙, 2008)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아버지가 평가하는 본인의 양육수행도 높이 나타나며, 이러한 양육수행 및 분

담은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한유진, 김선애, 2007) 등을 비교 분석하는 후

속 연구가 이루진다면 의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

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최효식, 연은모, 2014)와 비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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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와 6차년도의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버

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신의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자기효과를 

보인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종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모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나타났

으며, 상대방효과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

과, 아버지의 경우 상대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분담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의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연구(서우경, 김도연, 2013; 임현주, 2013; 최

효식, 연은모, 2014; Bolger & Zukeman, 1995; Hastings & Brown, 2002; Hill & Rose, 2009)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를 분석하고 부모의 상호성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모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연구결과

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에 대해 개인 내 효과와 개인 간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추후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이 연

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령층에서의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의 부

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속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활용된 패널데이터가 갖는 측정 도구에 대한 대표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차이를 분석할 때 이러한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간의 전반적인 관계가 부모의 소득이나 맞벌이 유무, 자녀의 성별 및 

자녀 수 등과 같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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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 연구는 6차년도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변인 간의 관계에 대

해 보다 구조적이고 심리적 구인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후

속 연구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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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or and Partner Effect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and Parenting Stress
4)5)

Yang, Jin-Hee*

Kim, Youn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and parenting stress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In this study, the data of 1,662 samples from

the 6th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for analyzing.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interaction for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f parents coupl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on their child care activities

and on their parenting stress. Second, couples’ family interaction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husband and wife’s parenting stress. Third, couples’

child care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actor effect on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husband and wife’s parenting stress. In the concluding chapter, the researchers

discussed 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ith regard to couples’ family

interaction, young children care activities, and their parenting stress, and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precedent studies.

Key word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Parenting Stress, Actor Effect, Partn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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