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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과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이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단기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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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and the rate of consumption-oriented spending on children on changes i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Methods: Data from the 5th year (2012), 6th year (2013), and 7th year (2014)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150 mothers
who were raising young children, and a Latent Growth Model was verified using the survey data at
times when the children were 3, 4, and 5 years old.
Result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in early childhood follows
a gradually decreasing trajectory. Seco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lower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very young childr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decrease slowly with time in low-income families. Third, in early childhood, the higher the child
support costs, the higher the parenting stress, but over time, the parenting stress of a mother with
a low child support rate decreases slowly.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pending for children
function not only as physical deficits but also psychological disturbances. Therefore, to alleviat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Childrearing Services, which can fill gaps in the parenting environment.

Keywords : parenting stress,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spending for children, Latent Growth
Model, early childhood

서론

부담으로 추가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들은

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년)에서는 2014년 정보공시를 통

‘자녀의 교육비용(25.6%)’과 ‘자녀 양육비용(20.4%)’에 대한

해 공지 된 유치원 납입금이나 2012년 보육실태 조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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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 양육에 대한 부

의 체감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ooper, McLanahan,

담감은 여전히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무상교
육 · 보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Meadows, & Brooks-Gunn, 2009; H.-J. Choi & Cho, 2015; J. A.

감은 자녀의 영유아기부터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

인의 특성에는 부모의 성별 즉,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지에 따

상은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라 양육스트레스의 체감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Jang, 2012; S. K. Son, Jang, Noh, & Hong, 2016). 구체적으로

Han, Kim, & Cho, 2014). 특히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 중 개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어머니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며 아버지에 비해

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 주

양육에 대한 비중이 높은 대상이다(Kong & Lee, 2012). 또한

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 자녀의 부모는 유아기 자녀의 부모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가 잔존하게

에 비해 어린 자녀를 돌보는 비중이 높으며(Renee & Barbara,

되면서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은 여전히 높

2012),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

다고 할 수 있다(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SRI], 2014). 이러

스가 증가한다(O. J. Choi, 2016). 이러한 이유로 자녀의 영아

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

기 이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던 양육스트레스(Williford,

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H.-J. Choi, Yoon, & Yeon,

Calkins, & Keane, 2007)는 자조능력이 발달하는 유아기부

2016; Y.-J. Hong & Lee, 2017), 아버지가 체감하는 양육스트레

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hang & Fine 2007;

스 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Gaze,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자녀의 유아기에 체감

있다(J.-H. Choi, 2016). 다시 말하면 어머니라는 대상과 역할

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육

의 특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달라지면서 상대적인 감소 양

그러나 상황(conditions)이나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

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유아기에는

stics)에 비해 대상(objects)과 에너지(energies) 자원이 양육스트

직접적인 돌봄에 대한 부담 보다는 교육기관 이용과 기대 수

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

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J. Y. Choi, 2011; Jeon & Cho,

여기서 대상(objects)은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자원이며, 에너

2015)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이 발달 하면서 이에 대한

지(energies)는 돈이나 지식과 같이 다른 자원의 획득을 위한

이해와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

도구적 자원을 의미한다. 소수의 연구에서는 양육비 부담과

다(N.-L. Choi & Jin, 201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H. J. Lee, 2014)

이와 같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르게 나

양육에 지출되는 비용의 중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즉, 대상자

타나는 이유는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원인 동시에 에너지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력은 양

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자원보존이론에서 스트레스는 개인

육과정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지출과 맞물리기 때문에 간과

이 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상황(conditions),

해서는 안 될 요인이라는 것이다(S. S. Kim & Baek, 2014; Lim,

개인의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대상(objects), 에너지

2013).

(energies)의 4가지 자원 손실이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가구소득과 지출을 통해

밝히고 있다(Hobfoll, 1989). 상황(conditions)은 조건이나 상태

파악할 수 있는데 가구 소비 경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유자

로써 관계적 자원을 말한다. 가령, 영아기 부모의 돌봄 증가와

녀 가정과 무자녀 가정의 소비 지출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아기 부모의 교육적 관심의 다양화는 서로 다른 상황적 요

(Park, Chong, Koh, & Lee, 2014).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수를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발달상 특성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예상 지출 비용이 중요한 고

부터 요구되는 돌봄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영아기 자녀와

려요인으로 밝혀지면서(S. Lee, 2011; J. S. Lee, 2015) 자녀에게

유아기 자녀의 양육부담 역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소비되는 지출의 항목과 규모가 가계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

것이다.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에게 지출

개인의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은 개인이 가진 성격

되는 비용을 자녀양육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에는 식

이나 기술로써 스트레스를 견디는 개별적인 차이를 말한다.

비, 의복비, 교육비, 대리양육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Korean

기존에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다수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2016). 가구소비

진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서적 특성 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실태조사(Statistics Korea, 2000)에서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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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성지출과 비소비성지출로 구분하여 조사 하고 있는데

는 비율을 조사 하였으며, Hur (1997)의 연구에서는 식비지출

여기서 소비성 지출은 자녀양육비에서 정의한 내용과 유사하

비율모델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지출 규모의 비율을 추계하

며, 비소비성지출은 세금, 적금, 보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였다. S. K. Park (2006)의 연구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율을 5단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룬 연구에서는 양육비용

계로 구분하여 가구 소비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 규모를 제시

을 추정하기 위해 주로 ‘가계지출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

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지출 비율의 산출은 동등가치

로 보고된다(KICCE, 2010). 자녀양육비 추계 방법은 총 지출

비율(equivalence scale)을 추계하는데 활용된다. 여기서 동등가

을 가족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지출을 자녀의 양육비로 보는

치비율이란 유자녀 가정에서 무자녀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효

‘1인당 추계방법’과 주요 지출항목에서 가족 유형에 따른 가중

용 수준이 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하며, 자녀에게 소비되는 비

치를 부여한 ‘Prais-Houthakker 추계방법’ 그리고 ‘한계 비용 추

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계방법’이 있다. ‘한계 비용 추계 방법’은 자녀의 출생 전에 지

(KIHSA, 2010).

출비용을 기준으로 자녀 출생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비용을 양

그러나 Engel 방식은 소득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수

육비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Engel 방법, Rothbarth 방법,

준이나 규모 경제에 따라 지출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Berten-Gorman 방법을 활용해 왔다. Engel 방법은 자녀의 출

지 못하며(KIHSA, 2010), 가정의 효용수준에 미치는 요인이

산 이후 소비되는 음식물 비율을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의 음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지출로 효용을 비교할 수 없다

식물 비율로 회복시키는 보상수준을 자녀양육비로 산출하는

는 한계점을 갖는다(KICCE, 2010). 가령, S. L. Lee (2007)의 연

방식이며, Rothbarth 방법은 자녀 출산 이전의 성인 재화에 대

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ngel 방식은 자녀수가 늘면 교육비

한 지출수준의 보상금액을 자녀양육비로 측정한다(Deaton &

지출이 증가하고 다른 소비비중을 줄이는 우리나라의 경향을

Muellbauer, 1986). Berten-Gorman 방법은 자녀의 출산 전 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Lino (2004)는 미국 농

동일한 지출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지출 수준을 항목별

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자녀 양육비용

로 산출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S. Lee, 2011).

추계 방법을 사용 하였다. 즉, USDA는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본 연구에 반영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한국아동패

측정함으로써 한계 비용 방식보다는 측정 오류 정도가 낮은

널조사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Statistics Korea, 2000)를 통해
(식료품/소비지출) × 100의 산출식을 반영한 Engel 방식으로

추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추계방법에도 불

측정 되었다. 즉,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

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

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가구 전체
소비지출) × 100의 산출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

자체가 상당한 한계점을 갖는다고 보고된다(KICCE, 2010).

으로 산출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의 개념은 한국아

유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구 전체 소비 지출 중 자녀에

동패널조사에 근거하고 있다(KICCE, 2008). 따라서 본 연구

대한 지출의 규모를 통한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에는 패널 조사에 사용 된 본래 측정 개념을 그대로 반영 하고

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보다는 직접

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지출을 ‘자녀에 대한 소비

적으로 소요되는 대리 양육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반영 하였

성 지출’로 적용 하였다.

으며(KIHSA, 2010), 조사 방법의 체계화로 모집단의 대표성

구하고 국가적 혹은 사회적 경향이나 가구의 특성을 모두 반

다만,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이와 같은 Engel 방식의 산출 근거는 전체 가구의 식료품 소

이 높은 패널 조사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였다(Rubin & Babbie,

비 지출비율에서 자녀에 대한 식료품 소비지출이 몇 %를 차

2015). 이러한 측정 근거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양육스트레스

지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을 산출한다.

와 같은 심리적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자녀에 대한 식료품 지출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본 연구의 주 배경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소

에 소요되는 지출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KICCE, 2010). 현

비성 지출이 중요하게 다뤄지며(K.-N. Han, 2010; S.-N. Lee,

재까지 전체 가구 지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10), 양육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의 비율을 측정한 연구는 활성화 되지 않았으나 소수의 연구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3년부터는 양

에서는 양육비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에 대

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유아에

한 지출 비율을 반영하였다. Moon과 Kim (1996)의 연구에서

대한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는 직접조사를 통해 전체 가구 지출 중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

[MOHW], 2017). 그러나 공보육료 외에 발생하는 사교육

Bbeun Sae Lee 64

비, 맞벌이 가정 자녀의 대리양육비 등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시에 고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K.-H. Kim, 2014). 구체적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Joung & Choi,

으로 욕구소득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하

2016; S. R. Lee & Cho, 2016)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가정 내

는 동시에 당해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회변화에 따

자녀 양육비에 대한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 E.

른 물가지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H. Park, 2008). 선행연

Choi, 2017).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구에서는 월평균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

대한 보육료 외에도 특별활동, 견학 등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누어 저소득 여부를 측정 개념으로 활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MOHW, 2017). 물론 지자체 별로 가정

있으며(Ha & Kang, 2012), 욕구소득비는 저소득 가정 여부뿐

의 필요경비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제한

만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른 수준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

하고 있지만(MOHW, 2017) 이 역시 한 자녀일 때와 다자녀일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다뤄져 왔다(H. Park, 2008).

때 필요경비의 폭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자녀 가정에
서 체감하는 부담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볼 때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보편적인 변화 양상은 존재하지만 자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조기 교육열의 특성상 영유아기부터

보존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과 대상자원의 손실

다양한 학습과 체험 등에 대한 가정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

가하면서 적게 낳아 질적으로 우수한 양육 환경을 제공 하고

다. 즉,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하

자하는 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Kim & Choi, 2017).

더라도 가구의 소비와 지출의 편차 문제는 물리적 환경의 격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며(An,

차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격차까지 유발할

2011),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요

나 양육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는 소수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J. A. Han, 2010). 그

며(S. H. Kim, 2017; H. J. Lee, 2014), 주로 횡단연구를 통해 양

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육 과정에 지출되는 비용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영향력을 밝

자 하는 의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 S. Lee & Kim,

히고 있다(S.-N. Lee, 2010; Min, 2015; Ok & Kim, 2015; S.-H.

2010). 우리나라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구 전

Son & Ha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녀

체 소득 중 양육에 대한 지출이 평균 40% 정도라는 점을 살펴

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아기 어머

볼 때(KICCE, 2010) 일정한 소비 경향과 규모가 있다는 것이

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고자 잠재성장 모

다(Min, 2015).

형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은 시

이처럼 자녀에 대한 지출 비중은 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의 변화나 성장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

갖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 수준을 파

을 말하며(Duncan & Duncan, 2004) 이와 같은 변화의 개인차

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도 함께 고려 해 보아야 한

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추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eredith &

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

Tisak, 1990).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Gershoff, Aber, Raver,

같이 제시하였다.

& Lennon, 2007; Joshi & Bogen, 2007; N. S. Lee, 2014; Son &
Han, 2016),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문제 1

정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lsow, Caldera,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떠한

Pursley, & Reifman, 2002; Y. M. Lee & Min, 2014). 무엇보다 고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소득 가정에 비해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면서(J. A. Han, 2010; Ok & Kim, 2015) 물

연구문제 2

질적 요인의 결핍이 심리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아기 자녀 가정의 초기 가구소득과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

확인할 수 있다.

출의 비율은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가구의 규모 정도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욕구소득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Ku, 2003) 소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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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 소득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Ha & Kang, 2012; K.-H. Kim, 2014;
H. Park, 2008;).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

Education [KICCE])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7차년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은 가구소비실태조사(Statistics

도(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Korea, 2000)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측정을 반

2006년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2007년 예비조사 후 2008년 1

영한 한국아동패널조사(KICCE, 2008)를 근거로 한다. 본 연

차년도 조사를 기점으로 2015년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었으

구에서는 동등가치비율(equivalence scale)을 바탕으로 유자녀

며, 그 이후에는 2017년 조사, 2020년 조사 예정이다. 모집단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을 산출하였다. 동

은 2008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78

등가치비율은 유자녀 가정에서 무자녀 가정과 동일한 효용성

명의 신생아 가구이다. 패널의 표본은 층화다단계표본추출방

을 갖기 위해서 소비되는 비율로써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의

법을 사용하였으며 분만건수 500건 이상의 의료기관을 1차

비율을 통해 산출하는 개념이다(KIHSA, 2010).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식료품/소비지출) ×

추출 단위로 하여 권역별 표본수를 비례 배정하였다(KICCE,
2016). 본 연구의 주 조사대상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
로 제시하였으며 분석 시 결측치는 제외 하였다.

100의 Engel 방식을 기반으로 (월평균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
출/월평균 가구의 소비성 지출) × 100의 산출식을 통해 자녀에
게 소비하는 지출을 비율을 반영하였다.

연구도구

이렇게 산출 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은 영유아 자
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가구 지출의 평균 40%이

가구소득

며, 그 중 만3세 유아 1인에 대한 평균 양육비 지출은 26.4%,
소득 4분위기준 250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 1인에 대한 가구

가구 소득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의 개념을 동시에 다

지출은 37%라는 결과(KICCE, 2010)를 근거로 30%이하는 1,

루고 있는 욕구소득비(income-to-ratio)를 통해 측정 하였다(Ha

31%이상 40%이하는 2, 41%이상 50%이하는 3, 51%이상은 4

& Kang, 2012; H. Park, 2008). 본 연구에서 욕구소득비는 실질

로 코딩하였다. 즉,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의 비율이 높을수

적인 소득, 가구원수, 당해 연도 물가지수를 반영하기 위해 월

록 전체 가구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

평균 가구 소득을 당해 연도의 가구원수 별 최저 생계비로 나

을 의미한다.

누어 산출 하였다(H. Park, 2008). 이렇게 산출된 욕구소득비
는 1단위씩 구분하여 소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과를(K.-H. Kim, 2008; K-.H. Kim, 2014) 근거로 5단위로 나누
어 측정하였다. 즉, 단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

양육스트레스는 K. H. Kim과 Kang (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Average age of the mother
Age of child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Mother’s level of education 3-year college graduate or lower
4-year college graduate, Master’s degree, or higher
Note. N = 2,150.

5th wave (2012)
34.79
3-year-old
715 (42.5%)
968 (57.5%)
957 (56.5%)
736 (43.5%)

6th wave (2013)
36.09
4-year-old
667 (41.8%)
927 (58.2%)
926 (56.4%)
716 (43.6%)

7th wave (2014)
36.83
5-year-old
680 (44.1%)
862 (55.9%)
911 (56.7%)
697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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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항을 사용 하였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

형(Unconditional LGM Model)을 분석하여 변화율의 유의성

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과 모델 적합도를 확인 하였다. 넷째, 잠재성장 모형(Latent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

Growth Model)을 분석하여 모델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예측

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래프로 제시 하였다. 분석 시 완

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활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등의 11문항으로 구성된다.

용하여 결측치를 제외 하였다(Arbuckle, 1996).

본 척도는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차년도(2012년) 양육스
트레스의 Cronbach’s α는 .881, 6차년도(2013년) 양육스트레

연구결과

스의 Cronbach’s α는 .874, 7차년도(2014년)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878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5차년도

통제변수

만 3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6차년도 만 4세 유아
통제변수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다

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67, p < .001), 7차년도 만 5세 유

르며(Yoon, Lee & Lee,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어머

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63, p < .001), 자녀에 대한 소비

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Seo & Lee,

성 지출(r = .05, p < .05)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가구

2014)를 기반으로 아버지의 평균 양육참여를 통제변인에 반

의 소득(r = -.09,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확인 되었다.

영 하였다. 또한 어머의 취업 여부(Son et al., 2016)와 연령 등

6차년도 만 4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7차년도 만 5

의 인구학적 변인이(G.-H. Kim & Kim, 2013) 양육스트레스

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r = .66, p < .001), 자녀의 소비

변화 요인이라는 연구를 기반으로 통제변인을 설정 하였다.

성 지출(r = .06, p < .05)과 정적 상관관계이며, 가구의 소득(r =
-.10, p < .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7차년도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구소득(r = -.13, p < .001)과

자료분석

부적 상관관계이며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과는 상관관계가
본 연구는 SPSS 23.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과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잠재성장 모형을 분석 하

출은(r = -.05, p < .05) 부적 상관관계로 확인 되었다.

였다. 첫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양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Table 3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

육스트레스의 평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하

과 5차년도(2012년) 만 3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여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30.07, 6차년도(2013년) 만 4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무

는 29.15, 7차년도(2014년)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양육스트레

변화 모형(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과 무조건 모

스는 28.33으로 감소하여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여 잠재성장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1

2

3

1. 3-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

2. 4-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67***

—

3. 5-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63***

.66***

—

-.09***

-.10***

-.13***

.05*

.06*

4. Household income
5. Rate of consumption oriented spending on children
*p < .05. ***p < .001.

.01

4

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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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3-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4-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5-year-old mother’s parenting stress
Household income
Rate of consumption- oriented spending on children

n
1669
1610
1565
1693
1643

M (SD)
30.07 (7.21)
29.15 (6.82)
28.33 (6.85)
3.00 (1.41)
2.50 (1.13)

Skewness
.09
.05
.14
-.02
.00

Kurtosis
-.03
.16
.15
-1.28
-1.40

Min.
11
11
11
1
1

Max.
53
53
52
5
4

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 대상 변인의 첨도는 절대 값 7.0, 왜

적합도 기준에 따라 TLI, CFI는 .95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도는 절대 값 2.0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임을 확인 할 수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 되었으나 RMSEA 기준인 .06 이하의 기
준에 적절하지 않고 χ2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무조건 모형의 모델은 좋은 적
합도로 검증 되었으며 χ2 값이 유의미하지 않아 적합한 모형임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무변화 모형과
무조건 모형 분석

이 검증 되었다.
무변화 모형과 무조건 모형의 평균과 분산은 Table 5로 제

무변화 모형(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과 무조건 모

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을 고려하지 않

형(Unconditional LGM Model)은 Figure 1으로 제시하였으며

은 무변화 모형을 통해 예측변인의 투입되기 전 변량의 비율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무변화 모형은 변화율을 고려하

과 초기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만 3세 유아 어머니들

지 않은 모형으로 시간이나 예측변인의 투입에 대한 변량의

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9.16, 개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값을 제공하는 모형이며, 무조건

스 평균은 31.5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모형은 변화율의 기본값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다. 분석결

스 평균과 개인 간 체감하는 양육스트레스는 p < .001 수준에

과 무변화 모형의 모델 적합도는 Hu와 Betler (1999)가 제시한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other's Parenting Stress (5th)

Mother's Parenting Stress (6th)

(Mother of 3-year-old Child)

(Mother of 4-year-old Child)

1

Mother's Parenting Stress (7th)
(Mother of 5-year-old Child)

Mother's Parenting Stress (5th)

Mother's Parenting Stress (6th)

Mother's Parenting Stress (7th)

(Mother of 3-year-old Child)

(Mother of 4-year-old Child)

(Mother of 5-year-old Child)

1

1

1

1

1
0

1

Intercept

Intercept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2

Slope

Unconditional LGM Model

Figure 1.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 unconditional LGM model.
Table 4
Model Fit of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 Model Fit of Unconditional LGM Model
χ2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Unconditional LGM models
***p < .001.

182.54***
.88

df
6
3

CFI
.91
1.00

TLI
.91
1.00

RMSEA
.1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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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stimates of the Trajectory of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 Unconditional LGM Model
Random intercept fixed slope model
Unconditional LGM model

M (SE )
29.16 (.15)***
30.06 (.17)***
-.93 (.08)***

Intercept
Intercept
Slope

Variance (SE )
31.56 (1.30)***
36.55 (1.75)***
1.65 ( .43)***

Covariance (SE )
—
-2.85 (.65)***

***p < .001.

무조건 모형의 분석결과 만 3세 유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는 평균 30.06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93씩 감소하는 것을

단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β = 1.00, p < .01).

확인 할 수 있다. 공변량은 -2.85 (p < .001)로 나타나 초기 양육

주요 예측변수의 분석결과 첫째, 초기 가구의 소득이 높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소폭이 작고, 초기 양육스트레스가 낮

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β = -.63, p <

을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01)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가 더디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β = -.15, p < .01). 이러한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 모형
분석

결과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쉽게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의 유아기 초기에는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

잠재성장 모형(Figure 2)의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 하였다.

율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β =

분석결과 TLI, CFI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로 검증 되었으며(Hu & Betler, 1999) χ2값 역시 유

.36, p < .0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출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

의미하지 않아 좋은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었다(β = -.14, p < .05). 자녀의 유아기 초기에 증가하는 지출은

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디게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 되

잠재성장 모형의 예측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7로 제시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후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식

였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유아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비, 대리 양육비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수록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연령은

스트레스가 쉽게 완화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녀에

유의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유아기 초기 어머니의 연

대한 지출은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양

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스트레스의 변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β = -1.63, p < .05)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
Mother's Parenting Stress (5th)

Mother's Parenting Stress (6th)

Mother's Parenting Stress (7th)

(Mother of 3-year-old Child)

(Mother of 4-year-old Child)

(Mother of 5-year-old Child)

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 회귀식은 Yti = η0i + η1iTt + eti 로 정

리할 수 있다. Yti는 시간의 변수 값을 의미하며, η0i는 시간이 0

일 때의 Y의 기댓값인 절편, η1iTt 는 시간이 0일 때 변화율인
기울기이다. 여기서 η0i = α0 + β0wi + r0i, η1i = α1 + β1wi + r1i 로 정
리 할 수 있다(Hong, 2015). 본 연구에서 가구의 소득과 자녀

Intercept
<Control Variable>
Gender of Child
Age of Mother
Mother's Employment Status
Father's Parenting Time

에 대한 소비성 지출의 예측효과는 η0i =G32.35 - .36 × 가구소

Slope

득 + .36 ×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 r0i이며, η1i = 1.30 - .15 ×

가구소득 + r0i,의 식으로 도출된다. 이와 같은 식은 Figure 3의
Household Income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Consumption Spending
for Children

높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Figure 2. Latent growth model.
Table 6
Model fit of Latent Growth Model
p
CFI
χ2 (df )
26.32 (18)

.09

.99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소비성 지출의 예측효
과 검증 결과 가구의 소득이 낮고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
높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LI
.99

RMSEA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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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edictiv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spending for children.
Table 7
Predictive Effect of Latent Growth Model
Predictor variabl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Control variabl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Mother’s parenting stress intercept
Mother’s parenting stress slope
*p < .05. **p < .01. ***p < .001.

←

Household income

←

Rate of consumption-oriented
spending on children

←

Gender of child

←

Age of mother

←

Mother’s employment status

←

Father’s parenting time

논의 및 결론

Estimate (β)

SE

C.R.

-.36**
-.15**
.36*
-.14*

.12
.05
.15
.06

-2.85
-2.72
2.43
-2.17

.38
-.08
-1.63*
1.00**
-.51
.21
-.40
.15

.33
.15
.70
.31
.35
.16
.25
.11

1.14
-.58
-2.32
3.17
-1.44
1.34
-1.57
1.36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유아기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체감

부터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기존의 연구

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을 검증하고자 잠재성장모형

결과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Williford et al., 2007). 그러나

을 이용한 단기 종단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예측변인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양상은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

으로는 경제적 요인인 가구의 소득과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

하게 해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출 비율을 설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자녀의 발달단

다음과 같다.

계에 따라 양육 상황이 변화 하면서 어머니가 체감하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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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도 변화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의 양육은 영아기 자녀의 양육보다

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돌봄 노동의 비중이 감소하며, 유아기 이후 학령기

셋째, 자녀의 유아기 초기에는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의 교육 부담이 상대적으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

로 낮은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제3차 저출산

라 자녀에 대한 지출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 어머니의 양

고령사회 기본계획(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

육스트레스가 더디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에도 반영되는데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직접적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가구 소득에서 자녀에 대한 식비,

인 산전·산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

교육비, 대리 양육비 등에 대한 비용이며(KICCE, 2016), 소비

는 가정은 무상보육을 기반으로 한 육아지원기관 서비스의 비

성 지출의 비율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녀에

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유아기에는 돌봄

대한 평균적인 지출 경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Min, 2015).

에 대한 부담보다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유아기 초기에는 영아기와는 다른 지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

출 즉,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지출 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해서는 자녀의 교육적 관심의 증가로 인한 부담감을 경감시킬

경험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해 충분한 소비가

수 있는 지원 방향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어머니의 부담감을 가중 시키는

둘째, 자녀의 유아기 초기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가구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며,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

현재 공보육료 이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유아기 사교

은 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디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육비 증가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며, 무상보육이 시행 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양육에 대한 스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높다

트레스가 높으며 이러한 부담 정도가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는

는 연구결과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J. E. Choi, 2017). 따

것으로 해석된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교육서비

에 대한 부담이 높고(N.-S. Lee, 2014),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결과(J. A. Han, 2010; Ok & Kim,

에서의 공보육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육

2015)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소득이 낮인 집단의 양육스트레

아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유아기부터 시작되

스가 더디게 감소한다는 결과는 소득의 편차가 지속적인 양육

는 조기 사교육비의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를 대상

부담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으로 한 문화센타, 학습 학원 등의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현재 유아기 자녀의 양육 지원 방안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 할 공공프로그램이 확대 된다면 유

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

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

보육이 실현되고 있다.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이 될 것이다.

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양육비 감소에 기여

넷째, 가구의 소득과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비율의 예측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가구의 소득이 낮고 자녀에 대한 소비성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에는 특

지출이 낮은 집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별활동비, 특성화경비, 견학비 등의 필요경비를 가정에서 부

수 있다. 즉, 저소득 가정일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고

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양육지원의 욕구를 가진

다(MOHW & KICCE, 2012). 다시 말하면 공보육료 이외에

가정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통해 맞벌

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은 더 높은 것으로 해석

이 가정, 다자녀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어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방향에서도 양육에 대한 경

린이집 입소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맞벌이인 동시

제적 부담의 감소 혹은 물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소

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MOHW,

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PCASPP,

2017).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와 같은 입소 우선순위

2017). 따라서 유아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의 준수가 강화 되면서 다양한 양육지원 욕구를 확대하고 있

는 보육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적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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