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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of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Their Depression with Their Child’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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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utual dynamism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happiness.
Methods: This study selected a sample of 1,423 parents and their childre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use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ctor effect between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fathers’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depression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thers’ depression. This result indicates a significant partner
effec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Third, fathers’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happiness but it was not significant. However, mothers’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happiness. Fourth,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had
effects on mothers’ depression and, in turn, mothers’ depression had an effect on children’s
happines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mother and father are interdependent as a dyad, and parents’
interdependency affects their child’s happiness.

Keywords : parenting stress, parents’ depression, children’s happines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서론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감을 의미한다(Deater-Deckard,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1998).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부모는

겪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바뀌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

자녀양육이 부부가 오롯이 감당해야할 책임이 된데 있다. 이

게 된다(Hakvoort et al., 2012).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신들이 그

에 더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좌절하게 되거

준도 높아지며 자녀를 둔 부부들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 우울해지기 때문에(Anthony et al., 2005), 부모가 자녀를 양

많이 받고 있다(J. M. Kwon & Park, 2014; Song & Song, 2007).

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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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Bender, 2012).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에 경험하는 정신건강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

수 있을까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이에 따라 위축되

문에 아동기 때 경험하게 되는 행복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

게 함으로써(Moon, 2012),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우울

한 의미를 지닌다(Y. H. Kwon, 2013). 특히 유치원에서 초등학

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낳게 된다(Gerdes et al., 2007; M. Y.
Kim, & Park, 2009). 우울감은 우울한 기분을 주되게 나타내는

교로 생활무대가 옮겨지는 시기는 여러 환경과 생활에 변화가
생기며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신체 · 사회 · 정서적 스트레스를

기분 장애로, 슬픈 감정을 비롯해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무

경험하게 된다(C.-B. Kim, 2004; J. Kim & Park, 2005). 때문에

가치감, 허무감, 절망감 등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경

Rimm-Kaufman과 Pianta (2000)는 학교에서의 첫 해를 이후 생

험하게 되는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문제는 우울

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로 보고 이

한 상태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며 스스로를

시기에 긍정적 정서의 발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생애 중

무능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미래 또한 절망적

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때 갖게된 행복이라는 긍정적 정

으로 예측하게 된다는데 있다(Kong & Hong, 2015; S. Kwon,

서는 정서의 순환과정을 통하여(Frederickson, 2001) 이후 삶에

2003).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

부모가 겪게 되는 우울감은 부모 자신에게도 심각한 문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우울이 자녀를 대하는

(Park & Kang, 2014), 이러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태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와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부모 모두에게 장기 및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있지만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

는 데 있다(J. S. Lee & Doo, 2008).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

자 요인들이다(Biddulph,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 요인

가 겪는 우울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중 부모의 정서적 상태는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데, 특히 어

본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감

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행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도 관련이

소시키고(Bianchi, 2000),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H. Kwon, 2013). Lemerise와 Arsenio

는 자녀에 대하여 적대감을 낳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

(2000)는 강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 정서에 압

게 하고(Y.-J. Lee & Kim, 2012),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도되어 적절한 반응을 산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유발하는(Turney, 2011)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우울한 정서

고하고 있다.

에 압도되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자녀의 욕구에 적절

또한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의 욕구는 충족되지

의 심리적 문제로(Renk, Roddenberry, Olivers, & Sieger, 2007),

못하게 됨으로써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행복하지 못할 가능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nsohn,

성이 높다.

Olino, & Klein, 2005). 우울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 보내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일상생활에 무기력하게 행동하고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

와 이로 인한 우울이 유아의 행동 및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

지 않을 뿐 아니라(Davis & Carter, 2008), 부정적인 양육방

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을 취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Goodman

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치중

& Gotlib, 1999). 따라서 우울한 부모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
은 부모를 둔 자녀보다 다양한 정서 ·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것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겪는 양육스트

으로 나타나고 있다(Garber & Martin, 2002; Goodman et al.,

레스가 어머니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
족들 즉 남편이나 자녀들의 행복에 직 ·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

2011). Hipwell, Murray, Ducournau와 Stein (2005)은 어머니의

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

우울이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측할 정도로 유아의 건강한 발

여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역으로 아내와 자녀

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으며, Doh, Kim, Choi, Kim과 Cho

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최근 기

(2012)도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

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모

을 미치는 만큼 어머니의 우울은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호해 지고, 공동육아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사회가 아버지에게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양육의 분담과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아동기는 인성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해야 하는 상황에서(Y. Kim & Yang, 2014) 자녀를 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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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Ponnet et al.. 2013; Yang,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녀의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 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보는데 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함께 고려되어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

음과 같다.

한 대부분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아버지
의 양육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우울보

연구문제 1

다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과

는 연구결과(Marchand & Hock, 2003)가 나오며 양육기에 있

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우울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
고 있다(Phares, Fields, Kamboukos, & Lopesz, 2005). 이들 연구

연구문제 2

들은 아버지가 우울할 때 아버지-자녀 간 갈등 뿐 아니라 자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은 상호의존적으로 자녀의 행

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Kane & Garber, 2004). 이들 연구결과처럼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 못지않게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연구방법

다면 아버지의 우울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함께 고려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대상

이로 인한 우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부모적
요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영역은 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양

[PSKC])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Korea Institute of

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또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Childcare and Education [KICCE], 20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8

우울 문제와 연계하여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

차년도 자료는 총 1,598 가구의 부모와 자녀(아동) 그리고 아

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부모는 상

동이 참여하는 학교의 관계자들로부터 조사된 자료로, 본 연

호의존적이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정서는 자신에게

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전달되는데(Murdock, Lovejoy, &

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아동의 주관적 행

Oddi, 2014),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주며,

복감과 관련된 문항에 충실히 응답한 1,423명의 부모와 아동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Crnic & Low,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0.26세(SD =

2002) 부와 모가 각각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양

3.946),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7.86세(SD = 3.702)이며, 아동

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

의 평균월령은 87.85개월(SD = 1.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의 역동성을 함께 고려되어
야 하며 이러한 역동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층적으로

측정도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독립적 특성을 지닌 부부를 한 쌍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
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K. H. Kim과 Kang (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

더하여 양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부모의 우울감

스 척도’로, 이 척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이 자녀의 정서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타인양육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양쪽 부모의 역동

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이 세

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부와 모의 양육

가지 하위요인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발췌한 ‘부모역할 수행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을

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문항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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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인 APIM 모델(Actor and Partner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

Interdependen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

인이 보고한 자료와 상대방이 보고한 자료를 하나의 분석 모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

형을 통해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자기와 상대방효과의 검증

다. 예시문항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

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Cook & Kenny, 2005), 한 쌍

육비용이 부담스럽다.”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

의 변인이 자기 혹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 수 있다

(Cronbach’s α)는 아버지는 .889이며 어머니는 .898인 것으로

는 장점을 갖는다(Yeon, Yoon, & Choi, 2015). 다음으로 자기-

나타났다.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에 종속변수로 아이의 행복감을 넣어 어
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각 배우자

부모의 우울

가 갖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관계를 확인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Kessler 우울 척도(K6)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구조모형의 모수의 수

로 총 6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Kessler et al.,

를 줄이고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

2002).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느낌 (1점), 별로 안 느낌 (2

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점), 종종 느낌 (3점), 대체로 느낌 (4점), 항상 느낌 (5점)의 범

시하여 요인부하량 절대값 크기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

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

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

로 묶어 문항묶음을 만들고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의 높은

재라고 느끼셨습니까?”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

부하량과 낮은 부하량의 짝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항묶음을

(Cronbach’s α)는 아버지는 .921이며 어머니는 .920이다.

제작하였다(Russell, Khan, Spoth, & Altmaier, 1998). 이에 따
라 양육스트레스는 부와 모 각각 3개의 측정변수로, 우울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은 부와 모 각각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모형
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통계량, RMSEA (Root Mean

본 연구에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 (Non-normed Fit Index),

척도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CFI (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척도로 Lyubomirsky와 Lepper (1999)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4개 문항이다. 원도구는 1점에서 7점까지의 응답범위를 가진

해석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CFI, NNFI는

Likert 척도이며, 응답을 돕기 위해 표정카드를 제시하였다. 한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

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예비조사를 통해 원 척도의 문장을 수

한다(Hong, Malik, & Lee, 2003).

정하고 응답범위를 1점에서 4점까지의 2단계 질문으로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은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 문
항에 대해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하지 않아요(1점), 친구들보

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2점), 친구들보다 행복한 편이예요
(3점), 친구들보다 많이 행복해요 (4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연구결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값과 기술통계치는 다

.700이다.

음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값을 살펴보면, 부와 모
의 양육스트레스, 부와 모의 우울은 서로간에 통계적으로 유

자료분석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양육스
트레스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부와 모의 우울과 자녀의 주

본 연구는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와 모의 우울에 미

관적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치는 영향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모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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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Study Variables
1. Fathers’ parenting stress
2. Mothers’ parenting stress
3. Fathers’ depression
4. Mothers’ depression
5. Child’s happiness
M
SD
Skewness
Kurtosis
*p < .05. **p < .01. ***p < .001.

1
—
.426***
.504***
.329**
-.078**
24.122
6.862
0.082
-0.342

2

3

4

5

—
.306***
.585***
-.113***
26.391
7.455
0.246
0.024

—
.365***
-.063*
11.360
4.163
0.715
0.904

—
-.089**
10.980
4.403
0.861
0.742

—
12.832
2.140
-0.458
0.240

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의 절대값 3 이

.001)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자신의 양

하, 첨도의 절대값 10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Kline,

육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모두 유

2005),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β = .065, p

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 .05; 어머니: β = .095, p < .01).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의존성
검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구조관계 검증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녀의 주관적 행복

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
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성은 χ2 (df = 48) = 235.315, NNFI =

감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978, CFI = .984, RMSEA = .052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을 매개하여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와 모의

자 하였다.

을 실시하였다. 즉,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이들의 우울감

양육스트레스 모두 각각 자신의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먼저,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고 있어(아버지: β = .513, p < .001; 어머니: β = .620, p <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

Figure 1.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of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ir depression.
*p < .05. **p < .01. ***p < .001.

Sun Ah Lim 54

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과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녀의 주관

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와 모의 우울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
치는 완전매개 모형, 두 가지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χ2 차이검

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

증을 실시한 결과, △χ (△df = 2)는 2.927로 유의수준 .05에서
2

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
다. 결과를 보면,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을 경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완전매개모형을

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우울감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완전매개모형
의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χ2 (df = 70) = 307.360, NNFI = .97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73, p < .01). 반면, 아버지의

CFI = .981, RMSEA = .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우울을 매개해서 자녀의 주관적 행

구조모형 분석결과(Table 2, Figure 2), 아버지와 어머니 모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며(어머니의 우

두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울감을 매개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

고(아버지: β = .505, p < .001; 어머니: β = .616, p < .001), 아버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42, p < .05).

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우울에도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버지: β = .081, p < .01; 어머니:

경로의 상대적 크기 차이 검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와 모의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

면(β = -.044, p > .05),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

와 상대방효과의 크기, 부와 모의 우울이 아이의 행복에 미치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는 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등가제약 모형

-.100, p < .01).

검정을 실시하였다.

β = .116, p < .001).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Table 2
Path Coefficient Results in the Final Model
Fa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Fathers’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
→
→
→
→
→

Fathers’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Mothers’ depression
Fathers’ depression
Child’s happiness
Child’s happiness

B
0.315***
0.383***
0.042**
0.086***
-0.028
-0.077**

SE
0.020
0.020
0.015
0.022
0.022
0.028

β
0.505
0.616
0.081
0.116
-0.044
-0.100

*p < .05. **p < .01. ***p < .001.

Figure 2. Final model with coefficients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ir depression on their child’s happines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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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irect Effect Results in the Final Model
B

SE

β

90% CI1

Fa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

Child’s happiness

-.003

.002

-.007

(-.016, .002)

Mo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

Child’s happiness

-.004

.002

-.008

(-.019, .003)

Fa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

Child’s happiness

-.018*

.008

-.042

(-.077, -.018)

Mo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Note. 1 =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p < .05. **p < .01. ***p < .001.

→

Child’s happiness

-.034**

.011

-.073

(-.122. -.046)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각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

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Table 4), 첫째,

향보다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

으로 나타났다.

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505, p < .001;
β = .616 p < .001). 둘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논의 및 결론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 뿐

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81, p < .01; β = .116, p < .001). 셋째,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에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더하여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부와 모의 우울감이 자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본 연구는 비독립적 특성을 지닌 부부를 한 쌍으로 고려할 수

-.044, p > .05; β = -.100, p < .01).

있는(Cook & Kenny, 2005)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정리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우울감에 미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

치는 영향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가 어머니의 우울감에 미

육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를 살펴볼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

양쪽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감이 자녀의 행복

레스가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

스가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

타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Results of Model Comparison
Constraints
Constrained path 1
Constrained path 2
Constrained path 3
Constrained path 4
Constrained path 5

χ²
2.465*
39.037**
2.328
2.570
133.726***

df
1
1
1
1
1

NFI
0.00
0.00
0.00
0.00
0.01

IFI
0.00
0.00
0.00
0.00
0.01

RFI
0.00
0.00
0.00
0.00
0.01

TLI
0.00
0.00
0.00
0.00
0.01

Note. Constrained path 1: fa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Constrained
path 2: fa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Constrained path 3: fa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stress → fathers’ depression; Constrained path 4: mo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 fa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depression; Constrained path 5: fathers’ depression → child’s happiness = mothers’
depression → child’s happines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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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할 때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양육방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내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

식을 적게 사용하여(Fendrich, Waner, & Weissman, 1990), 자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

의 외적, 내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ane

스 또한 어머니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편의

& Garber, 2004). 따라서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으로 아버지의 우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우

울은 어머니의 우울만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Field,

울과 관련이 깊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2010)고 설명한다.

(Bender, 2012; Deater-Deckard, 2004; Gerdes et al., 2007), 이에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표본을 따로

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자신 뿐

분리해서 한쪽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심리정서적 안녕에 미치

아니라 상대방의 우울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결과이거나 회귀방정식에 아버지와 어

주고 있다.

머니 양육 관련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구결과로 이러한 결과는 비독립적인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

못한 분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를 한 쌍으

본 연구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

로 고려할 수 있는(Cook & Kenny, 2005) 분석방법을 사용하였

트레스는 상당 부분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와 모 서

을 때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심리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로 간에 우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

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정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

신건강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신건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트레스 모두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서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

를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를 경

울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머니 또한 자녀를

우울감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감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고, 부와 모 쌍방간에

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우울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도 받게 되고 이러한 영향이 결과적으로

사한다.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자녀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

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의 문제에

복감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대해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

가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들의 행복에 간접적으로 중요한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

중 아버지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녀양육을 함께 하는 남편과 좋은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역할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rchand & Hock, 2003)

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심리적 어

와 아버지가 우울할 때 부-자녀 간 갈등 뿐 아니라 자녀의 내

려움이 고스란히 아내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바로

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다(Kane & Garber, 2004; Yuh, 2015).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울

는 부모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는 배

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영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

우자에게도 전달되며(Murdock et al., 2014), 특히 양육스트레

으로 적게 나타나며(Hossain, Field, Pickens, Malphurs, & Del

스는 가족체계에 혼란을 주며,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

Valle, 1997), 우울한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비일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Crnic & Low, 2002) 자녀를 양육하는

관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우리가 주목

악화된다(Patterson, 1982). 또한 우울한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

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이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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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머니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
스 또한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있는 이유는 아동초기에 경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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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복감은 이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은 이

Conflict of Interest

후 아이들이 학교 및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긍정적 정서로 작
용하게 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옮기는 전환기에 양육스트레
스를 더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로 인한 스트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레스는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Rimm-Kaufman
& Pianta, 2000). 본 연구결과는 이 시기에 아이들의 행복에 영

References

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확인해주며 때문에 어머니가 경험하
는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에도 관심을 가지고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
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
한 패널자료로 종단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나 본 연구는 8
차 자료만을 사용한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
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종단적 자료의 사용을 통해 인과관
계를 변수 간 관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와 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자기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
께 고려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부부 간 역동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상호역동적 영향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부부
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녀의 행복 간의 관계와 그 영향력을
좀더 명확하게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와 모의 요인들을 다룸으로
써 자녀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와 모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7

In English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doi:10.1002/icd.385
Bender, S. L. (2012). Investigating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between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consultation and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Ann Arbor.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doi:10.1353/dem.2000.0001
Biddulph. S. (2006). Raising babies: Should under 3s go to nursery?
London: Harper Thorsons.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doi:10.1080/01650250444000405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Davis, N. O., & Carter, A. S. (2008). Parenting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ssociations with child characteristic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7), 1278-1291.
doi:10.1007/s10803-007-0512-z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doi:10.1111/j.1468-2850.1998.tb00152.x

Sun Ah Lim 58

Fendrich, M., Warner, V.,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40-50.
Field, T. (2010). Postpartum depression effects on early
interactions, parenting, and safety practices: a review.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1), 1-6. doi:10.1016/
j.infbeh.2009.10.005
Frede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54(3), 218-226.
doi:10.1037/0003-066X.56.3.218
Garber, J., & Martin, N. C. (2002). Negative cognitions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In S.
H. Goodman & J. H.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of treatment
(pp. 121-15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449-005
Gerdes, A. C., Hoza, B., Arnold, L. E., Pelham, W. E., Swanson,
J., Wigal, T., & Jensen, P. S. (2007).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behavior: Exploration of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5), 705-714. doi:10.1007/s10802-007-9134-3
Goodman, S. H., & Gotlib, I. H. (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mothers. Psychological Review, 106(3), 458-490.
Goodman, S. H., Rouse, M. H., Connell, A. M., Broth, M. R.,
Hall, C. M., & Heyward, D. (2011).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1), 1-27.
doi:10.1007/s10567-010-0080-1
Hakvoort, E. M., Bos, H. M., Van Balen, F., & Hermanns,
J. O. (2012). Spillover between mothers’ post-divorce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Personal Relationships, 19(2), 247-254. doi:10.1111/j.14756811.2011.01351.x
Hipwell, A. E., Murray, L., Ducournau, P. & Stein, A. (2005).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peer pla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1), 11-23. doi:10.1111/j.1365-2214.2005.00448.x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doi:10.1177/0013164403251332
Hossain, Z., Field, T., Pickens, J., Malphurs, J., & Del Valle,
C. (1997). Fathers’ caregiving in low-incom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American famili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6(2), 73-82. doi:10.1002/(SICI)10990917(199706)6:2<73::AID-EDP145>3.0.CO;2-O

Kane, P., & Garber, J. (2004).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psychopathology, and father-child
conflict: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3),
339-360. doi:10.1016/j.cpr.2004.03.004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 .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doi:10.1017/
S0033291702006074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1), 107-118. doi:10.
1111/1467-8624.00124
Lewinsohn, P. M., Olino, T. M., & Klein, D. N. (2005).
Psychosocial impairment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Psychological Medicine, 35(10), 1493-1503. doi:10.1017/
S0033291705005350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doi:10.1023/
a:1006824100041
Marchand, J. F., & Hock, E. (2003). Mothers’ and father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in
the marriage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2), 227239. doi:10.1080/00221320309597979
Murdock, K. W., Lovejoy, M. C., & Oddi, K. B. (2014).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affect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couples. Family
Processes. 53(1), 120-130. doi:10.1111/famp.12059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Castalia.
Phares, V., Fields, S., Kamboukos, D., & Lopez, E. (2005). Still
looking for poppa. American Psychologist, 60(7), 735-736.
doi:10.1037/0003-066X.60.7.735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doi:10.1111/j.1475-6811.2012.01404.x
Renk, K., Roddenberry, A., Olivers, A., & Sieger, K. (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1), 37-57.
doi:10.1300/J019v29n01_03
Rimm-Kaufman, S. E., & Pianta, R. C. (2000).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59 Parenting Stress and Child’s Happi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doi:10.1016/
S0193-3973(00)00051-4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Turney, K. (2011). Labored love: Examining the link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Social
S c i e n c e Re s e a rc h , 4 0 ( 1 ) , 3 9 9 - 4 1 5 . d o i : 1 0 . 1 0 1 6 /
j.ssresearch.2010.09.009

In Korean
Doh, H.-S., Kim, M.-J., Choi, M.-K., Kim, S., & Cho, S.-J.
(2012).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45-164.
Kim, C.-B. (2004). A plan for connecting the mathematic
educ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lower
grad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4), 317-337.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Kim, J., & Park, H. (2005). The recognition of the class teacher
about the stress of school life for the first graders. Research
of Curriculum Instruction 9(2), 233-259.
Kim, M. Y., & Park, D.-Y. (2009).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of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5(4), 375-382.
Kim, Y., & Yang, J.-H. (2014). ‘A Superman’: A study on desirable
images of father pursued by the fathers of young childre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4), 81-107.
Kong, I. W., & Hong, H. Y. (2015).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ies
and sham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21-47.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8th survey [Data file and code book].
Retrieved from http://panel.kicce.re.kr/
Kwon, S. H. (2013). Relations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daily stress and well-being in children
(Master’s Thesis).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ink?id=T13068146
Kwon, J. M., & Park, Y. J. (2014). Influential factors toward
mother’s rearing stress affected by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mother’s belief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ommunity environ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8(4), 115-143.
Kwon, Y. H. (2013). Child’s happiness: Effects of emotionalit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25-537.
Kwon, S. (2003). Modern abnormal psychology. Seoul: Hakjisa.
Lee, J. S., & Doo, J. I. (2008). Overview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1(2),
1-16.
Lee, Y.-J., & Kim, J.-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2292249.
Moon, Y.-K. (201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65-177.
Park, H. G., & Kang, I. (2014). A study of children’s concept of
happines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8(3), 367-385.
Song, S.-M. & Song, J. (2007). A study on parenting belief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5), 933-944.
Yang, J. (2016).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7(2), 439-458.
Yeon, E.-M., Yoon, H.-O., & Choi, H. (2015).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 1-29.
Yuh, J. I. (2015). The effects of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3), 333-351.

ORCID
Sun Ah Lim

http://orcid.org/0000-0001-8654-4778

Received November 5, 2017
Revision received December 7, 2017
Accepted January 31,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