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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and verbal abuse. Method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74 mothers of infants 12 to 48 months

old who either used one of two pediatric clinics or one kindergarten.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 self-report

questionnaire, PSI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by Abidin), BDI (Beck Depression Instrument) and Verbal Abuse

Measure. Regression analysis was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mean score for depression

in the mothers was 14.7 (range: 2-35), for parenting stress, 81.86 (range: 44-142), and for verbal abuse, 37.9 (range: 25-

79).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for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in the mothers. Signifi-

cant factors influencing verbal abuse were child domain, parent-child doma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

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sign interventions and develop programs for depression management and parenting stress

for mothers of infants between 12 and 48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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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유아의 주된 돌봄 제공자

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로 그 역할이 변화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

가와 자녀양육에 한 준비부족으로 가족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없이 자녀양육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중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으로 최근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에 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한 요구수

준도 높아지므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

중 유아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이나 자율성

이 획득되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

며 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시되

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Mercer (1985)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경험하

는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개인시간 부족, 어머니역

할에 한 자신감 부족, 아기간호와 수면부족, 책임감 등을 제

시하 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

가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해 회의를 느끼거나 정체감 상실

의 위기를 초래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과도한

주요어 : 유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Dong-You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Techno-information College, 224-1 Buho-ri, Hayang-eup, Gyeongsan 712-904, Korea
Tel: 82-53-850-8255  Fax: 82-53-853-9715  E-mail: Pdzero@hanmail.net

투고일: 2009년 8월 10일 1차수정: 2009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25일



양육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위

축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우울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 정서 중 표적인 정서반응으로 Gove와 Hughes (1979)

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

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초래한다고 언급하 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우울증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중 약 8-12%가 우울증을 보인다

고 하 다(O’hara, 1986). 우울한 어머니는 가장 일차적인

인관계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울증과 관련한 특성을 나타

내고 양육기술의 부족을 드러내므로 자녀의 거부감, 적 감을

유발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행동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렇듯

아동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

머니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아동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우울증이 있는 부모 중 68%가 부모역할에 있어 비효율적이

라고 보고되었는데 우울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몰입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어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

고 민감하게 하는 부모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rnic & Greenberg, 1985). 또한 우울증 어머니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짜증을 내며 우울한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

보다 고함을 지르거나 손으로 때리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보인

다고 하 다(Panaccione & Wahler, 1986). 

언어적 학 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보이는 민감

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으로 신체적 학 보다 아동에게 더 큰 부

정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까지 언어적 학 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아동학 인터넷상담 사례 중

언어적 학 에 해당하는 사례는 68%이며 피학 자의 연령분포

는 매우 다양했으나 학령전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Lee & Park, 2004). 아동의 언어적 학 는 가정, 학

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언어적 학

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특히,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한 언어적 학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

안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 내에서 친부모에 의한 학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자녀양육 지식∙기

술부족으로 일어나며 아동양육에 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올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초등학생,

청소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

에 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양육과 관련된 부담감이 높아 교

육요구와 상담요구가 가장 높은 유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어머니를 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와 우울, 언어적 학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언어적 학 를 예

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언어적 학 가 아

동의 정서∙행동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형성에

도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

어적 학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한 구체적인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

울, 언어적 학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유아어머니의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학 간의

상관관계를확인한다.

넷째,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언어적 학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다. 

용어 정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말하며본연구에서는Abidin (1990)이개발한Par-

enting Stress Index (PSI)를 Kim (199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우울

슬픈 감정, 외로움의 정서적 증상과 죄의식, 무가치함, 사고

력 및 주의력 저하, 자살에 한 생각과 같은 인지적 증상, 불면

증, 식욕감퇴,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리 상태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본 연구에서는 Beck과 Rush (1977)의 우울척도를 Han

등(1986)이 번역한 우울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언어적 학

유아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는 뚜렷한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유아의 정서에 악 향

을 끼칠만한 말을 언어적 학 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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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의 언어적 학 척도를 Kim (2002)이 수정∙보완한 것

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언어적 학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성을 확인하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언어적 학 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

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0-4세 사이의 유아 어머니로 D시 소

재 2개 소아과 외래에 내원한 어머니 200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

고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소아과외래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

한 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 다. 설문지는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 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8부를

회수하 으며 전체 표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

외하고 분석에는 174부를 사용하 다. 

연구 도구

양육 스트레스

Abidin (1990)이 개발한 PSI를 Kim (1997)이 수정 보완한 것

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

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이다. PSI는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

는데,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

라부모의스트레스(부모 역) 12문항, 부모와자녀의역기능적

인 상호작용(부모-자녀관계 역)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

질(아동 역) 11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당시 신

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Beck과 Rush (1977)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

tory, BDI)를 Han 등(1986)이 번역한 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BDI는 우울증의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로 0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 의한 우울점수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뜻하며 0-9점은 정상 상태,

10-15점은 경한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태, 24-63

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구분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

bach’s α=.86이었으며 Han 등(1986)에 의해 보고된 Cron-

bach’s α=.99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으로 나

타났다. 

언어적 학

Yon (1992)의 언어적 학 척도를 Kim (2002)이 수정∙보

완한 것을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언어적 학 를 5가지 하위

역으로 분류하 는데 원망적 언어 5문항, 위협적 언어 2문항,

경멸적 언어 6문항, 거부적 언어 7문항, 적 적 언어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하여‘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점, ‘잘 모르겠다’3점,

‘조금 사용하는 편이다’4점, ‘자주 사용한다’5점을 주어 점수

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언어적 학 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α=.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분석하 으며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다.

둘째, 상자의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학 정도는평균,

표준편차, 최 값, 최소값을 구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

어적 학 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와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다. 

다섯째, 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언어적 학 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아기연령, 주양육

자, 양육시간, 건강상태, 월평균 소득, 가족지지 등을 조사하

다. 상자의 연령분포는 20-40세 이상으로 31-35세 이하가

49.4%, 35-40세 이하가 36.8%를 차지하 다. 학력은 졸이

64.9% 고 직업은 전업주부가 66.1%로 가장 많았다. 아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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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36개월 이상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주양육자는 어머니

로 78.2% 다. 양육시간은 하루 종일이 42%, 반나절 이상이

30.5%를 차지하 다. 건강상태는‘보통이다’53.4%로 나타났

고,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 원 미만이 40.8%로 가장 많았

으며, 가족지지는‘보통이다’55.7%로 나타났다(Table 1).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정도

본 연구에서 전체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81.86

점이었고, 측정범위는 44-142이었으며 하위 역 중 부모 역

32.40, 아동 역 25.11, 부모-아동 역 24.34 순으로 나타났

다. 우울의 평균 점수는 14.7로 나타났으며, 측정범위는 2-35

이었다. 우울성향을 보면 전체 상자 174명 중 정상상태(0-9

점)가 24.7%, 심한 우울상태(24-63점)가 13.2%, 중한 우울상

태(16-23점)가 26.4%, 경한 우울상태(10-15점)가 35.6%로 나

타나고 있어, 전체 어머니 중 75.2%가 어느 성향이든 우울상태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 의 평균 점수는 37.9점

으로 나타났고, 측정범위는 25-79이었다(Table 2).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는 가족지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시간(F=2.52, p=.043), 월평균

소득(F=4.35, p=.002), 가족지지(F=8.8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우울은 양육시간(F=2.48, p=.046), 월평균 소

득(F=3.38, p=.011), 건강상태(F=7.94, p=.001), 가족지지

(F=4.63,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언어적 학 는

건강상태(F=3.40, p=.036), 가족지지(F=8.5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3).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와의 상관관계

연구 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언어적 학 와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자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언

어적 학 와(r=.48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

계로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 정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우울은 양육스트레스(r=.631, p<.001)와 언어적 학

(r=.28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

타났다(Table 4).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우울이 언어적 학 에 미치는 향

연구 상자의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6.38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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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n %

Mother’s age 20-30 20 11.5
(yr) 31-35 86 49.4

36-40 64 36.8
40 yr more 4 2.3

Education High school 58 33.3
College 113 64.9
Graduate school 3 1.7

Occupation Housekeeper 115 66.1
Office work 33 19.0
Professional 26 14.9

Children age Below 18 21 12.0
(months) Below 19-24 16 9.2

Below 25-36 36 20.7
36 months more 101 58.0

Fosterer Mother 136 78.2
Grandmother 13 7.5
Babysitter 2 1.1
Relative 3 1.7
Nursery 20 11.5

Fostering time All day 73 42.0
More than half a day 53 30.5
Less than half a day 26 14.9
A moment 18 10.3
Others 4 2.3

Mother’s health Good 64 36.8
status Moderate 93 53.4

Poor 17 9.8

Monthly income 100 11 6.3
100-200 34 19.5
200-300 71 40.8
300-400 36 20.7
More than 400 22 12.6

Family’s support Many support 46 26.4
Moderate support 97 55.7
Not support 31 17.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N=174)

M±SD Min Max n (%)

Parenting stress 81.86±17.73 44 142
Parent domain 32.40±8.89 
Child domain 25.11±7.03 
Parent-child domain 24.34±5.52

Depression 14.70±7.17 2 35
None (0-9) 43 (24.7) 
Mild (10-15) 62 (35.6) 
Moderate (16-23) 46 (26.4)
Severe (24-63) 23 (13.2)

Verbal abuse 37.90±14.24 25 79

Table 2. Mean Score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N=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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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R2값이 .279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 변인들의 언어적 학 에 한 설명

력은 28%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부모-아동 역, 아동 역이

어머니의 언어적 학 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 적 향

을 살펴보면 아동 역(β=.309, p=.01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부모-아동 역(β=.259, p=.016) 순이었다. 즉 아동

역, 부모-아동 역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언어적 학 가 높

았다(Table 5). 

논 의

유아 어머니를 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의 정도를 파악하고 언어적 학 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 점수는 평균 81.86점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Yoo와

Kim (2004)의 77.25점, Yoo, Lee와 Chae (1998)의 75.63점

보다 높았다. 하위 역별로 살펴보면, 부모 역 점수가 32.40

점, 부모-아동 역 24.34점으로 두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두 연구가 학령전기 아동을 상으로 하 고 건강문제

를 가진 환아보다 유아의 양육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함

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상자 부분이 전업주부이고아

동의 주양육자로서 양육시간이 반나절 이상으로 어머니로 하

여금 개인생활을 가질만한 여유시간 부족이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부분의 어머니는 자녀

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

에 양육과정에서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자

녀 양육의 주책임자로서 정신적인 긴장과 시간부족이 어머니

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의 우울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어머니의 우울 평균

점수는 14.7점으로 경한 우울상태라 할 수 있지만 전체 어머니

p<.05.

Parenting stress Depression Verbal abuse

M SD F p M SD F p M SD F p

Fostering All day (n=73) 83.74 15.11 2.52 .043* 15.74 6.94 2.48 .046* 37.29 12.61 1.49 .209
time Above of several 85.00 24.26 14.65 7.02 42.04 20.39

hours (n=26)
Below several 81.89 17.46 15.04 7.42 38.91 13.69
hours (n=53)

A moment (n=18) 70.00 13.07 10.11 6.63 31.89 10.57
Others (n=17) 80.25 21.93 12.00 5.29 36.00 20.02

Monthly Below 100 (n=11) 91.91 19.65 4.35 .002* 14.36 3.20 3.38 .011* 42.55 32.24 1.20 .312
income Below 100-200 (n=34) 88.76 14.74 16.12 7.16 39.94 13.98

Below 200-300 (n=71) 79.55 16.41 15.75 7.76 36.69 12.20
Below 300-400 (n=36) 82.58 19.57 14.31 6.31 36.53 11.19
More than 400 (n=22) 72.45 16.96 9.91 6.28 37.09 10.83

Mother’s Good (n=64) 78.59 16.15 1.87 .157 11.97 6.92 7.94 .001* 36.61 11.87 3.40 .036*
health status Moderate (n=93) 83.39 18.91 16.2 7.02 37.26 15.21

Weak (n=17) 85.82 15.62 16.65 6.06 46.29 14.96

Family’s Many support (n=46) 78.02 16.12 8.86 <.001* 13.24 7.27 4.63 .011* 34.57 10.95 8.54 <.001*
support Moderate support (n=97) 80.01 16.12 14.32 6.40 36.61 11.11

Not support (n=31) 93.35 20.55 18.03 8.40 46.90 22.09

Table 3.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74)

p<.01.

Parenting stress Depression Verbal abuse

Parenting stress 1
Depression .631* 1
Verbal abuse .486* .287* 1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
bal Abuse (N=174)

R2=.279; F=16.385; Sig F=.000.

t p

B Std. error Beta

Parenting stress -0.007 0.148 -0.009 -0.047 .962  
Parent-child domain 0.669 0.275 0.259 2.431 .016  
Child domain 0.627 0.260 0.309 2.414 .017

Depression 0.098 0.176 0.049 0.557 .579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Verbal Abuse (N=17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중 75.2%가우울성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Lee와Park (2005)

의 우울 평균점수 8.28점, Park, Park과 Choi (2001)의 8.39점

보다높았다. 우울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직업이없는경우,

낮은 수입(Hauenstein & Boyd, 1994), 사회 또는 가족의 낮은

지지도(Palinkas, Wingard, & Barrett-Connor, 1990), 건강

인식, 건강에 한 걱정(Zhao, Bao, & Qu, 1996) 등이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가 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의 유병이 유의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Wahler와 Dumas (1989)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

하는 어머니들이 우울정도를 더 많이 느끼며, 이러한 우울성향

이 다시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

끼게 한다는 Webster-Stratton (1988)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

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상자 부분

이 4세 미만의 어린자녀를 둔 어머니로 자녀양육에 많은 부담

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정도에 직접 관련이 되었

다고 생각된다. 양육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에 비해 매일 일

어나는 사소한 스트레스이지만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경험이므

로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증상 및 무력감을 초

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언어적 학 점수

는 평균 37.9점으로 낮았으나 문항별로 살펴보면 위협적 언어

인‘너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주지 않을 거야’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상으로 조사한 Kim (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언어적

학 는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 으나 점수가 낮아 다

행이지만 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동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언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언어적 학

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간의 관계

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 고 우

울은 양육스트레스, 언어적 학 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임에 따

라 상자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며 언어

적 학 의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Quitter 등(1990)은

어머니의 만성적 양육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등의 스트레스와

정적으로 관련된다고 하 다. 우리나라 어머니를 상으로 조

사한 결과에서도 우울한 여성은 자녀양육에서 실제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으며 부모역할 수행에 한 자신감이 상당히 저

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1999). 이러한 결과

는 유아 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양육스트레

스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Kim, Jang과 Kim (2007),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하 다. 언어적 학 에 한 향 요인으

로서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언어적 학

에 가장 많은 향을 주는 예측변수로 양육스트레스의 아동

역 30.9%, 부모-아동 역 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

인의 전체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학 에 향

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각각 설명력은 48.6%,

28.7%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2002)의 미취학자녀를 둔 취

업모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28%의 설명력을 보여 양육스트

레스가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학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향을 줄 수 있는데, 아동학 의 관련요인으로 Gelles

(1973)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요한 아동학 의 변인으로 제시

하 고 Kempe와 Helfer (1980)는 부모의 정서특성, 낮은 양육

효능감, 성격 등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어머니는 자녀양

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가

정생활에 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아동양육에 있어서 어

머니가 느끼는 무력감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공격성을 증가

시키며 아동에 한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결

과를 볼 때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건강상

태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과정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예방을 위한 중재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자녀양육

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양육참여가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어적 학

정도를 파악하고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

기 위한 조사로 D시에 거주하는 유아 어머니 174명을 상

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상자의 우울의 평균 점수는 14.7로 나타났으며,

우울성향을보면정상상태(0-9점)가24.7%, 경한우울상태(10-

15점)가 35.6%, 중한 우울상태(16-23점)가 26.4%, 심한 우울

상태(24-63점)가 13.2%로 나타나고 양육스트레스 평균 점수

는 81.86점이었고, 언어적 학 의 평균 점수는 37.9점으로 나

타났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 언

어적 학 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시간(F=2.52, p=.043), 월평

균 소득(F=4.35, p=.002), 가족지지(F=8.86, p=.000)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우울은 양육시간(F=2.48, p=.046), 월평

균 소득(F=3.38, p=.011), 건강상태(F=7.94, p=.001),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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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F=4.63,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언어적 학 는

건강상태(F=3.40, p=.036), 가족지지(F=8.54,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셋째, 상자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언어적 학 와

(r=.486,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

으며 우울은 양육스트레스(r=.631, p<.001), 언어적 학 (r=

.287,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나타났다.

넷째, 상자의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6.3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 R2값이 .279로 나타

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 변인들의 언어적 학 에 한 설명

력은 28%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언어적 학 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에게 가장 많이 학 하는 사람은 주로 양육을 맡고 있는 어

머니라는 점을 고려하 을 때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처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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