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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참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2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self support group, attitudes towards self support group,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among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parents in Gyeonggido with at least one preschool child 
who participated in self-support groups.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495.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n online surve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o investigat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mong parents in self-support groups. IBM SPSS 25.0 and AMOS 
21.0 were used in this study to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irst, attitudes toward self-support group had no direct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Second, nega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had also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stress. Finally, through 
parenting efficacy, the posi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arenting stress. Parents who perceived the self-support group as having a higher level of positive 
impact reported higher parenting efficacy and they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 parenting stress.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relations between related 
factors of self support group(parents’ attitudes and perceived effects) and parenting stress. Individuals’ 
perception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participating in self-support groups, rather than the 
circumstances of group activities, are highligh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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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조모임(self support group)이란 공통의 어려움을 겪는 구성

원들 간 상호교환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소집단 모임을 일컫

는다(Yalom, 1985). 자조모임은 동일한 경험이나 상황을 공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과 이해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자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조모임의 종류 중 하나인 부모 자조모임

은 부모의 직장이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며, 부모들의 자발적인 친목도모, 혹은 육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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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교류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Mueller, Milian, & Lopez, 

2009; T.-Y., Kim, 2020). 

부모 자조모임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장애자녀를 둔 가

정이나 빈곤가정, 다문화가정과 같이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계

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T.-S. Seo & Lee, 2017; Y. Lee & 

Hwang, 2013). 자조모임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공감 받지 못하

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더라도, 

영유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사회적 변화로 인한 육아환경

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자조모임에 대한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T.-Y., Kim, 2020).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강화와 육아관련정보 부족의 문제(Y.-J. Yang & Doh, 2019), 맞

벌이 상황에서 직업과 육아의 양립으로 인한 어려움(S.-J. Seo, 

Kim, & Kim, 2019), 블로그와 맘카페처럼 온라인에서 제공되

는 검증되지 않은 육아정보들로 인한 혼란(Y.-J. Chyung, 2020)

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유아교육기관과 시

간제보육지원 이용의 어려움까지 부모의 육아스트레스를 더

욱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H, Kim, 2021). 

한국의 부모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가 겪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다(I.-H. Lee, Choi, & Song, 2013; S.-J. Seo, Kim, & 

Kim, 201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 뿐 아니라 자

녀의 행복, 그리고 가족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Oddi, 

Murdock, Vadnais, Bridgett, & Gartstein, 2013). 예를 들어, 부

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낮은 사회성으로 이어지며

(Guranlnick, Nerville, Connor, & Hammond, 2003), 자녀의 내

면/외면적 문제와도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Mäntymaa et al., 

2012).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

하여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Assel et al., 2002; 

Deater-Deckard, 1998), 이는 낮은 결혼만족도와 높은 부부갈

등으로 귀결된다(Lavee, Sharlin, & Katz, 1996). 결국, 부모가 겪

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존립 및 

복지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영유아 부모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

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지원책들은 영유아의 보육`교육 지원, 

육아비용 지원, 부모교육 제공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학

자들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가족지원 정책

과 달리, 가족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지원정책

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J.-Y Park, Cho & Kim 2004). 

전문가 주도의 일방적인 부모교육 형태로 제공되는 공식적 지

원보다, 참가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이 효과성과 지속성이 

높다는 것이다(Y. Lee & Hwang, 2013). 

부모 자조모임은 이러한 비공식적 지원의 유용한 사례로써, 

영유아 부모가 겪는 육아관련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적인 대응책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비슷한 일상적 경험을 공유

하는 다른 부모들로부터 구체적 지원을 받기 원하며(McCabe, 

2008), 친숙한 상대와의 정기적 모임에서 오는 사회적 연결감

과 지지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얻는다

(Thoits, 2011). 특히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중심

으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은 참여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자녀가치 변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E.-J. Choi, 2013; Y. 

K. Lee & Kim, 2016). 부모 자조모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활성화되고 있는 품앗이 육아공동체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인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

였으며, 정책과제 주요 4개 분야의 하나로 부모 양육지원 확

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부모의 양육역

량 강화를 위한 육아관련 정보 제공 계획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계획을 제

시하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

터 분소 확대와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 자조모임 지원

을 통한 양육지원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가족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품앗이’사업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육아품앗이의 활동공간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하고 있다(N.-Y. Lee, 2017).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전라도

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품앗이를 비롯한 공동육아모임에서는 같

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 등의 상호호

혜적 교환이 이루어진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품앗이 육아는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감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얻었으며,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다(E.-J. Choi, 2013; N.-Y. Lim, 2014). 

양육효능감은 Bandura (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양육 

차원에 적용하여, 자신의 자녀양육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

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양육효능감은 자녀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Jones & 

Prinz, 2005),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낸다(I.-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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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Song, 2013). 높은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경험하게 되

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효과적인 자원으로 기능하며

(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 감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된다(Jackson & Huang, 2000). 따라서 부모 자조모임

을 통해 향상된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특정 모임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참여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삼아 집단 간 차이를 살

펴본 경우가 많았다(H.-M. Hwang, 2017; T.-Y. Kim, Jung, Yi, 

2016).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 단순한 참

여 여부뿐 아니라, 참여대상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같은 개인

적 특성과 참여 동기, 적극성 수준, 본인의 만족도, 기대효과 

등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다름을 보고하고 있

다(C.-H. Seo, Park, Baek & Kim, 2017; Y. Lee & Hwang, 2013). 

유사한 사례로 성인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

여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으며(Y.-N. Ko & 

Lee, 2011),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

스 역시 부모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수준으로 인해 직접적 영

향을 받는다(M.-J. Lee & Kim, 2007; S.-H. Son & Han, 2016). 

선행연구(J.-Y. Ding & Chi, 2017)에서도 외국인 어머니의 우

울감에 대한 자조모임 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성별과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

다. 따라서 참여대상자의 개인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

조모임 참여부모들의 모임에 대한 태도, 긍정적/부정적 효과

에 대한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보다 세부적인 모임의 효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

는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

이며, 궁극적으로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자조모임에 대한 주관

적 태도나 자조모임 참여 효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그 세

부적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조

모임에 대한 태도, 자조모임 참여로 얻은 긍정적/부정적 효과,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와 연구모형 Figure 1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 자조모

임의 부정적 효과,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부모의 개인변인,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자조모

임의 긍정적 효과,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2. 부모의 개인변인,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자조모

임의 긍정적 효과,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 육아와 관련한 부모 자조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

는 성인 남녀이다. 참여자의 연령은 25세까지부터 54세까지

로, 평균 연령은 36.9세(SD = 4.0)였으며, 남자는 66명(13.3%), 

여자는 429명(86.7%)이었고, 양부모 가족이 458명(92.5%), 

Figure 1. Conceptual Model

Nega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Attitudes toward 
Self-Support Group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Individual 

Characteristics 
Posi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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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 3명(0.6%), 조부모와 동거하는 양부모 가족

이 31명(6.3%), 조부모와 동거하는 한부모 가족이 3명(0.6%)

이었다. 부모의 직업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직업군은 사무/회

계(152명, 30.7%), 전기/전자(65명, 13.1%), 교육/연구(63명, 

12.7%), 건설/기계/화학/운송(58명, 11.7%) 순이었으며, 어머

니의 직업군은 주부(204명, 41.2%), 교육/연구(120명, 24.2%), 

사무/회계(74명, 14.9%), 보건/의료(28명, 5.7%) 순이었다. 부

모학력에 관한 조사에서는 아버지(298명, 60.2%)와 어머니

(294명, 59.4%) 모두 대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은 

300만∼400만 원이 109명(22.0%), 400만∼500만 원이 108명

(21.8%), 500만~600만 원이 81명(16.4%) 순이었다.

연구도구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 자체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모임에 대한 

만족 수준을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사전에 이

루어진 자조모임 부모 대상 FGI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으

며, 아동학과 유아교육학, 가족학 전문가 3인의 안면타당도 검

증을 거쳤다. 문항별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조모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인식과 높은 만

족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모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는 부모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얻

었다고 느낀 효과 중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위의 자

조모임에 대한 태도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

면, 이 변인은 운영과 관계없이 본인이 모임을 통해 얻는 개인

적 효과에 관해 집중적으로 묻는 내용이다. 측정문항은 사전

에 이루어진 부모 FGI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

된 척도는 아동학, 유아교육학, 가족학 전문가 3인의 감수를 

받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초구성된 척도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예비조사를 통해 내적합치도가 낮은 2개 문항

을 삭제하여 최종 3개 문항으로 결정되었다. 측정문항은 심리

적 지원, 정보지원, 자신감 향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조모

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모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는 부모들이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얻

었다고 느낀 효과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자조모

임의 긍정적 효과와 반대로, 이 변인은 본인이 모임을 통해 얻

는 개인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해 묻는다. 사전 부모 FGI 내용

에 기반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척도는 아동

학, 유아교육학, 가족학 전문가 3인의 감수를 받았다. 최초구

성된 척도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예비조사를 통해 내

적합치도가 낮은 1개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4개 문항으로 결

정되었다. 세부문항은 시간 소모, 금전적 소모, 다른 부모와의 

비교, 다른 아이와의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Choi와 Chung (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 양

육능력, 건강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

력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

스로의 양육능력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

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전반적 양육능력 .91, 건강관리능력 

.86, 의사소통능력 .89, 학습지도능력 .82, 훈육능력 .77이었으

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1990)이 개발

한 양육스트레스 검사 (Parent Stress Index [PSI])의 한국어 번

역본을 신숙재 (1997)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

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자녀와의 관계 관련 스트레스 .73, 자녀 기질 관련 스트

레스 .85,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78이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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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연구의 자료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Kim, T.-Y., 2020)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으로, 자료 조사는 2020년 7월과 8월에 이루어졌

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행하였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육

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

는 부모들과 지역 맘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홍보

메시지를 보내 설문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지의 마지막 

질문까지 완료한 응답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설문 시작 전 조사의 목적, 조사결과의 사용 및 게시

에 대한 안내문을 읽었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발적 참여 및 사

례 수령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수합된 설문결과는 미완성 응

답지를 1차적으로 제외하고, 완료된 설문 중 완료시간이 지나

치게 짧거나 답변의 편향성이 높은 부실응답지 67부를 제외

한 총 49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IBM SPSS 25.0 (IBM Co., 

Armonk, NY)과 IBM AMOS 21.0 (IBM Co., Armonk, NY)을 이

용하여 분석하고 부모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부모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 부모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

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연구모형 간 변인들의 양

상과 관계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모

형의 적합도 및 유의한 경로를 검증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495)

Variables M SD Min Max

Attitudes toward
self-support group

3.83 .80 2.00 5.00

Overall evaluation of 
operating

3.63 .93 1.00 5.00

Satisfaction 4.02 .87 1.00 5.00

Posi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3.78 .73 1.67 5.00

Emotional support 3.91 .95 1.00 5.00

Information 3.76 .93 1.00 5.00

Increasing confidence 3.68 .87 1.00 5.00

Negative effects of
self-support group

2.71 .85 1.00 5.00

Waste of time 2.66 1.04 1.00 5.00

Waste of money 2.81 .99 1.00 5.00

Comparison with other 
parents

2.64 1.12 1.00 5.00

Comparison with other 
child

2.77 1.18 1.00 5.00

Parenting efficacy 138.74 20.85 82.00 180.00

Parenting stress 46.65 11.58 20.00 78.00

Note. N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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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연구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분석에 앞서 모델에 사용되는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를 시행

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Table 1과 같이,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평균은 3.83점

(SD = .80), 자조모임에 대한 긍정적 효과 인식의 평균은 3.78

점(SD = .73),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인식의 평균은 2.71점

(SD = .85),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138.74점(SD = 20.85),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46.65점(SD = 11.58)이었다. 각 측정변인

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은 l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분석으로 실시한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r = -.18, p < .001), 자조

모임의 긍정적 효과(r = -.25, p < .001), 양육효능감(r = -.50,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

과(r= .15,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긍정적 효과를 많

이 체감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고,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를 많이 체감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반면, 양육효능감은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r = 32, p < 

.001),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r = .4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9, ns). 즉,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이고, 긍정적 효과를 많이 체감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모형 분석

잠재변인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하기에 앞서, 자조모임에 대

한 태도,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의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조모임의 부

정적 효과의 측정변인 중 금전적 소모는 요인부하량이 .50이

하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Table 2와 같이 최종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

인의 요인부하량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타당하며, 각 측

Table 2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χ² df p NFI CFI RMSEA

50.64 17 .00 .96 .97 .06

Table 3
Factor Loading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Latent Variables Measured Variables B β S.E. C.R.
Attitudes toward self support group Satisfaction 1.00 .87

Overall evaluation of operating .84 .70 .09 11.75
Positive effects of self support group Emotional support 1.00 .83

Information .69 .58 .06 10.84
Increasing confidence .69 .62 .06 11.36

Negative effects of self support group Waste of time 1.00 .50
comparison with other parents 1.79 .93 .17 10.78
Comparison with other children 2.04 .90 .20 10.46

Table 4
Summary of Research Model Fit

χ² df p NFI CFI RMSEA

78.36 41 .00 .95 .9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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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역시 적합하여 연구모

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카이제곱 검증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a-

ble 4와 같이 NFI, CFI가 .90을 넘는 수준이었고 RMSEA가 .04

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모형의 적합

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 자조

모임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

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개인변인인 연령과 수입을 

먼저 살펴보면, 연령은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β = -.17, p < .001) 

및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β = .13, p < .05)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조모임

에 대한 부정적 효과 인식수준은 감소하고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달리 수입은 자조

모임의 긍정적 효과(β = .13, p < .05)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증가할수록 자조모임에 대한 긍정

적 효과 수준이 높아졌다. 

연구모형에서 주요변인들의 직접효과 경로계수를 살펴보

면,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53, p < .001), 양육효능감은 양

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β = -.50, p < .001). 즉, 

자조모임에 대한 긍정적 효과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수

준은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

레스는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

는 양육효능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양육스

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4, 

p < .01). 자조모임의 부정적 효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자조모임의 긍

정적 효과는 유의미하게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으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양

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Figure 2와 같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에 대한 태도와 자조모임에서 

얻은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자조

모임에 관한 연구들이 장애, 다문화 등 특수집단 부모를 대상으

로 이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 역시 

자조모임을 통해 지원과 지지를 얻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단순히 모임 참여 여부가 아닌, 자조

모임 운영과 관련한 태도, 자조모임에서 얻는 긍정적/부정적 효

과에 대한 인식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양육효능감

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Figure 2. Standardized solution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
*p < .05. **p < .01.  ***p < .001.

Age 

Income 

Positive Effects of 
Self Support Group 

Attitudes toward 
Self Support Group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Negative Effects of 
Self Support Group 

-.18*** .53*** -.50*** 

.13*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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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학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 육아와 

관련한 부모 자조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모 총 49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그 관

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유아 부모의 자조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조모임을 통해 얻은 긍정

적/부정적 효과는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양육스트레스 감

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조모임의 원래 취지인 효능감 향

상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자조모임의 원활한 운영과 만

족도 향상 같은 표면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부

모들이 체감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함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자조모임의 활성화나 운영에 다소 불

만이 있더라도, 본인이 얻는 긍정적 효과(정보 획득, 정서적지

지 등)가 충분하고, 부정적 효과(시간적 소모, 다른 부모/자녀와

의 비교 등)가 적다고 느낀다면, 양육효능감 향상과 양육스트

레스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조모임에 참여하

는 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획득하게 되는 정보나 

정서적 지지와 같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요

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육아모

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실제 양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참여가 많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모모임에서 일상적 양육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자조모임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관(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자조모임 관련 사

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단순한 기관의 모임 운영

에 대한 만족이나 참여 자체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다. 공적 영역의 기관에서 영유아기 부모 대상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는 자조모임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함에 있어 실질적 양육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부모들의 적극적인 호

응에 힘입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부모 자조모임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N.-Y. Lee, 2017; T.-Y. Kim. 2020). 현재 센터에서 지원

하는 이러한 부모 자조모임이나 육아품앗이를 관리하기 위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만족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모임 참여

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단순한 운영 수준, 참여만족도 측정으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조모임 운영이 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실질적으로 내가 모임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를 얻었는지가 영유아 부모의 효능감 향상 및 양육스트레스 감

소를 이끌어냄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임 운영 

위주의 관리, 평가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체감하는 긍정적/부정

적 효과를 측정하는 관리, 평가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영유아 부모의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과 참여 효과는 

부모의 연령과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성인 대상 상담/교

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는 선행연구(Y.-N. Ko & Lee, M.-W, 2011; J.-Y. Ding & Chi,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높은 연령대의 부모가 자조

모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이 높

을수록 자조모임의 긍정적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다양한 계층의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폭넓은 자조모임

이 기획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했던 주요변

인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진 바(M.-J. Lee & 

Kim, 2007; S.-H. Son & Han, 2016), 서로 다른 수준의 효능감

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집단을 별도로 묶어 모임을 구성했을 

때 자조모임의 영향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네트워크가 

필요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던 부모 자조모임을 영유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확대하고 다양한 양육자 특성을 반영한 

자조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이후에는 육아에 있어 도움이 필요

한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공식적인 자조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앗이 사

업과 같은 자조모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으로

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적영역이면서 전

문가의 지원이 가능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은 일상적인 양육에

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적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는 단순한 양육기술 교육 외에 부모의 취미나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 소모임, 자녀와의 신체놀이, 야외놀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육

아품앗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

양한 주제의 활동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일괄적인 육아모임에

서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다양한 

성향과 요구를 만족시키고, 자조모임에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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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를 통한 양육스트

레스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후 부모 

자조모임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경기도 거주 영유아의 부모만

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

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전국의 모든 부모

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부모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얻

기 위해서는 자조모임의 운영 자체보다 자조모임을 통해 참여

자가 얻은 긍정적/부정적 효과라는 실질적 결과가 더 중요함

을 밝힘으로써, 이후 자조모임 기획과 운영, 평가에 있어 중요

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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