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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이상미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schoolers Born
Prematurely
Sangmi Lee
Department of Nursing, Dongyang University, Yeo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schoolers who were born prematurely an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in child’s problem behavior, mother-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lliance. Methods: An exploratory survey study was conducted with 66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5~6 years) with preterm births (PTB). Data were collected using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Mother-Preschool Child Interaction Scale (MPIS), and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Results: Of the 66 mothers, 8(12.1%) showed high scores that were more than borderline for the PSI total score.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ower scores on the PAI (β=-.41, p<.001), higher score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of the CBCL (β=.40,
p=.001), and lower scores on the MPIS (β=-.21, p=.043)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ibutors to maternal parenting stress. Conclusion:
Findings indicate that mothers of PTB preschool children are at risk for parenting stress. Child’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poor maternal-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lliance were independent factors rais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More attention is needed on paternal
parenting support, child’s behavioral development, interaction with children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PTB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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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에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
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서[1] 아동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
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부
모의 자녀양육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급속한 사회경
제적 발전에 의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고도의 경쟁적 사회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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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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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아동의 행동, 정서, 인지 발달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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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3-5] 관심이 요구된다.
미숙아의 어머니는 미숙아 출생 자체 혹은 아동의 건강 문제에 대
한 취약성이나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성으로 인해 높은 양육 스트레스
를 경험할 수 있다[6-8].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영아기 미숙아와 만
삭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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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10] 관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학령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

삭아 출생 유아와 모아 관계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여

이 발달되는 성장발달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령전기에 이른 미숙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모아 상호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이는 문제행동으로 이어져[11] 어머니의 양육

작용이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그러나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

자녀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레스 관련 연구는 주로 영유아기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져[7,9-

에 중요한데, 최근 일 연구[16]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협력이 어머니의

10] 미숙아로 출생해 학령전기에 이른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뿐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매개 효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과에 의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아버지의 양

부모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모형을 제시한 Abidin[3]은 부모의 역기능

육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

적 양육에 양육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협력으로 아버지와 애착이

예측 변인으로 아동의 행동 특성, 모아 관계, 배우자의 지원이 중요함을

형성된 아동은 정서적 자기조절을 잘 하며 또래와의 관계가 좋고 문제

강조하였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 스

행동의 위험이 낮아[17] 아버지의 양육 협력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및

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12]. 미숙아는 특히 문제행동의 발생

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rpi[13]의 종설에 의하면 아동의

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버지 양육 협력의 어머

문제행동의 위험 요인에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

니와 아동에 대한 직간접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18].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미숙아로 출생한 것은 이를 통제한 후에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 요인이었으며 대부분의 연구

가장 근접 환경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

에서 미숙아는 만삭아로 출생한 아동에 비해 일관되게 문제행동의 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배우

생률이 높았다. 문제행동은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나타나는 내재화 문

자 양육 협력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와 파괴적 행동, 과잉행동, 부주의, 반항 등으로 나타나는 외현화 문
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11]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은 내재화와 외현화

연구 목적

문제행동의 발생 위험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3]. 외현화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외부로 표출되는 과잉행동, 공격성,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의

충동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어머니가 잘 조절해주지 못한다는데 대한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과 배우자 양육 협력측면에서 규명하기 위함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은 문제행동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의

을 강하게 외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아동의 내적 심리적 상태를 어

어머니를 대상으로 1)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머니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낌으로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및 배우자 양육 협력 정도를 알아보고, 2)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

있다[11]. 이에 문제행동이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

행동, 모아 상호작용 및 배우자 양육 협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며,

향을 주는 지에 대해 규명될 필요가 있으나 미숙아 출생 아동의 문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 4)

행동의 양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4] 문제행동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도 찾기 어렵다.

연구 방법

자녀와의 상호 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중요한 관련
요인이다[3]. Lee 등[12]은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Parenting Stress Index, PSI)의 한국형 표준화를 위한 종설에서 유아 대상 다수의 국외연

연구 설계

구들이 유아와 안정 애착 관계에 있는 어머니보다 불안정 애착을 형성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한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고하였다고 제시

스를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하였다. 그러나 미숙아의 어머니는 아동의 생후 초기 신생아중환자실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입원으로 인한 불안에 의한 높은 스트레스 및 모아 분리를 경험하고
이는 모아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7]. 이러한 생후 초기

연구 대상

모아간 부정적 경험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어[12,14] 학령전기에 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미숙아로 출생해 학령전기에 이른 아동의 어머

르러도 미숙아로 출생한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는 여전히 취약할 위험

니로서 수도권 일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미숙아로 출생해 교정 연령

이 높다. 그러나 최근 연구[15]는 비교적 건강한 미숙아 출생 유아는 만

24~42개월에 Lee 등의 연구[19]에 참여 후 만 5세에서 6세에 이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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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머니였다. Lee 등[19]의 대상자는 적정 체중아(appropriate for ges-

MPIS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 영역의

tational age)로 출생한 미숙아로서 재태 기간 28주 이전에 출생한 경우

아동발달 촉진 15문항과 아동에 대한 관심 4문항, 아동 영역의 반응성

는 발생 빈도가 적고 중증의 임상 상태로 의한 신체측정값의 편차가

2문항, 민감성 2문항과 주도성 3문항, 양자적 영역의 상호 공감과 교류

클 가능성으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8문항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높은 선천성 기형 혹은 염색체 질환이 있는 아동은 제외되었다. 이에

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

본 연구는 Lee 등의 연구[19]에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 76명 중에서 10명

식하는 모아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

(13.2%)이 유선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구 참여를 거부해 제외되어

bach’s α는 Park[24]의 연구에서는 .96,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총 6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효과크기 .2,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4개

한국판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

로 산출하였을 때 .80의 검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Korean-Parenting Alliance Inventory, K-PAI)

어머니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자녀양육 지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도구

Kim 등[25]이 개발한 K-PAI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도구는 배우자의 양육 참여 7문항,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의 의견 일치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

7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사정하기 위해 Abidin[20]이 개발하고,

에서 ‘항상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식

Lee 등[21]에 의해 번안한 K-PSI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

하는 배우자의 양육 협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

모 영역 12문항, 부모-자녀관계 영역 12문항, 아동 영역 12문항의 총 36

bach’s α는 Kim 등[25]의 연구에서는 .92,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α는 Lee 등[21] 연
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속한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진행에 대
한 승인(1041495-20140-HR-02-01)을 받은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
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한국판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

하였는데 일 연구[19]에 참여하였던 대상자에게 유선전화로 연구 목적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K-CBCL 1.5-5)

과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가정에 방문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사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22]이 개

동의를 받았다. 2인의 아동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대상자의 특성,

발하고 Kim 등[23]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K-CBCL (1.5~5세용)을 구입

K-CBCL과 함께 주요변수가 포함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최근 6개월 동안 보인 아동의 행동에 대해

하였으며 아동의 출생 시 자료(재태 연령, 출생 체중 등)는 비밀번호로

평가하는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0점에

보관되어 있는 일 연구[19]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 ‘자주 그렇다’ 2점의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제행동은 내재화, 외현화와 총 문제행동 영역으

자료 분석 방법

로 구분되는데 내재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반응성, 불안 · 우울, 신체 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상, 위축의 하위 영역이 포함되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문제, 공

양육 스트레스, 아동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배우자 양육 협력과 같은

격 행동의 하위 영역이 포함되며 총 문제행동은 전체 문항이 포함되어

주요 변수의 왜도/표준 오차와 첨도/표준 오차가 -1.96~1.96에 속해 정규

문항의 총점이 원점수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각 문제행동의 심각도

분포를 나타내어 모수 검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

는 연령과 성에 의해 원 점수를 표준화한 T점수로 환산해 평가하였다.

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양육 스트레스, 아동 문제행동, 모아

내재화, 외현화와 총 문제 행동 영역의 Cronbach’s α는 Kim 등[23]의 연

상호작용, 배우자 양육 협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더

구에서는 각각 .87, .89,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 .87, .93이었다.

불어 양육 스트레스는 Lee 등[21]의 기준에 의해 경계선 수준 이상에 해
당하는 대상자를, 문제행동은 Kim 등[23]의 판별 기준에 따라 준임상수

모아 상호작용 측정도구

준인 60점 이상의 T점수를 나타낸 대상자를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

(Mother-Preschool Child Interaction Scale, MPIS)

다. 양육 스트레스, 아동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배우자 양육 협력의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Park[24]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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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는 독립 표본 t-검정(indepen-

양육 스트레스, 아동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및 배우자

dent t-test)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양육협력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내재화(r = .36, p = .003) 및 외현화

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r = .60, p < .001) 문제행동 T점수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모아 상

연구 결과

호작용(r = -.54, p < .001) 및 배우자 양육 협력(r = -.61, p < .001) 점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화 문제행동 T점수는 외현화 문
제행동 T점수(r = .63, p < .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모아 상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7.5± 3.8세였으며 대졸 이상

작용(r = -.40, p = .001) 및 배우자 양육 협력 점수(r = -.18, p = .159)와는 음

이 35명(53.0%)으로 고졸보다 많았고 32명(48.5%)의 어머니가 직업이 있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배우자 양육 협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었다. 대상자의 자녀는 여아가 34명(51.5%)으로 남아보다 많았으며 평균

과는 아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 T점수는 모아 상호작용(r = -.52,

연령이 5.8 ± 0.3세였으며 평균 33.4 ± 2.5주의 재태 연령, 평균 2,049.7±

p < .001) 및 배우자 양육 협력 점수(r = -.29, p = .018)와 유의한 음의 상관

530.8 g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에는 평균 19.6 ±

관계를, 모아 상호작용 점수는 배우자 양육 협력 점수(r = .35, p = .005)

2.2 kg의 체중을 나타냈고 29명(43.9%)이 건강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48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명(72.7%)이 최근 6개월 간 외래 방문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어머니의 연령이 38세 미만, 학력이 대졸

양육 스트레스, 아동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및 배우자 양육
협력 정도

이상, 직업이 없을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73.7±17.1점이었으며 경계선 수준에 해당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자녀의 성별이 여아, 재태 연령이 34주 미만, 출

하는 97점 이상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인 대상자의 빈도는 8명(12.1%)이

생 체중이 2,000 g 미만, 현재 연령이 5세, 건강문제가 없고 최근 6개월

었으며 자녀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배우자 양육협력의 평균은 각각

간 외래 방문 경험이 없을 경우 높았으나 최근 6개월간 외래 방문 경험

46.3 ± 9.1점, 3.7± 0.5점, 53.2 ± 08.8점이었다. 준임상수준인 60점 이상의

(t = -2.48, p = .016)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4).

T점수를 나타낸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문제행동 대
상자의 빈도는 각각 6명(9.1%), 8명(12.1%), 7명(10.6%)이었다(Table 2).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숙아 출생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haracteristics

Mother

Age (year)

Child

(N=66)
Categories

n (%)

37.5 ± 3.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31 (47.0)
35 (53.0)

Has a job

Yes
No

32 (48.5)
34 (51.5)

Gender

Female
Male

34 (51.5)
32 (48.5)

Gestational age (week)

33.4 ± 2.5

Birth weight (gram)

2,049.7 ± 530.8

Current age (year)

5.8 ± 0.3

Current weight (kg)

www.e-chnr.org

M ± SD

19.6 ± 2.2

Has health problems

Yes
No

29 (43.9)
37 (56.1)

Clinical visit during
last 6 months

Yes
No

48 (72.7)
18 (27.3)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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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다중회

Table 2. Parenting Stress, Child’s Problem Behavior, Mother- 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lliance of Participants
(N=66)
Variables

M ± SD

n (%)

Parenting stress
Parental stress
Difficult child
Mother-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73.7 (17.1)
29.0 (7.7)
23.7 (6.8)
21.3 (6.7)

8 (12.1)*

Problem behavior
Internalizing behavior
Externalizing behavior

46.3 (9.1)
46.9 (9.0)
46.5 (9.1)

7 (10.6)†
6 (9.1)†
8 (12.1)†

Mother-child interaction
Mother domain
Child domain
Dyadic domain
Parenting alliance

귀분석은 본 연구의 주 변수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아 상호
작용, 배우자 양육 협력과 함께 단변량 분석에서 p < .05 를 나타냈던 ‘최
근 6개월간 외래 방문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
계수 절대값 r은 .18~.63으로 0.8 미만이었고 공차 한계는 .50~.86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7~2.00으
로 10 미만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고(F = 22.02, p < .001) 회
귀 식은 변인의 56.7%를 설명하였다. 미숙아 출생 학령전기 아동 어머

3.7 (0.5)
3.8 (0.4)
3.4 (0.6)
4.0 (0.5)

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양육 협
력(β = -.41, p < .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외현화 행동(β =.40, p = .001), 모아 상호작용(β = -.21, p = .043) 순이

53.2 (8.8)

었다.

*Cases included in total patenting stress score ≥ 97;
†
Cases included in each T score ≥ 60.

Table 3. Cor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Child’s Internal/External Problem Behavior, Mother-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lliance
Variables

(N=66)

1

2

3

4

5

r (p)

r (p)

r (p)

r (p)

r (p)

1. Parenting stress

1

2.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36 (.003)

3.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60 (＜.001)

1
.63 (＜.001)

1

4. Mother-child interaction

-.54 (＜.001)

-.40 (.001)

-.52 (＜.001)

5. Parenting alliance

-.61 (＜.001)

-.18 (.159)

-.29 (.018)

1
.35 (.005)

1

Table 4.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ther

Age (year)

Child

Parenting stress
M ± SD

t (p)

＜38 (n=33)
≥38 (n=33)

76.8 ± 17.2
70.6 ± 16.8

1.47 (.14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n=31)
≥College (n=35)

73.1 ± 17.5
74.2 ± 17.1

-0.26 (.799)

Has a job

Yes (n=32)
No (n=34)

71.2 ± 16.4
76.0 ± 17.8

-1.12 (.268)

Gender

Male (n=32)
Female (n=34)

70.0 ± 17.5
77.0 ± 16.4

-1.67 (.101)

74.7 ± 16.8
72.9 ± 17.6

0.42 (.679)

≥2,000 (n=36)

74.2 ± 17.7
73.3 ± 16.9

0.23 (.819)

5 (n=32)
6 (n=34)

76.0 ± 18.5
71.4 ± 15.7

1.08 (.282)

No (n=37)

71.2 ± 17.0
75.7 ± 17.3

-1.05 (.298)

Yes (n=48)
No (n=18)

70.7 ± 16.8
82.2 ± 15.4

-2.48 (.016)

17. Shaffer D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Song
GY, Lee
＜34
Gestational age (weeks)

(n=28)

JY, translator. Belmont, CA: Cengage; 2005. p. 204-207. ≥34 (n=37)

weight (gram)
(n=29)
18. Kown IS. Trend andBirth
perspectives
of studies on paternal ＜2,000
parenting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3;19(2):69-75.
Current age (year)

https://doi.org/10.4094/chnr.2013.19.2.69

19. Lee S, Sohn M, KimHas
S, Choi
S, problems
Jun Y, Ahn Y. Health in optimal
fitness
health
Yes (n=29)
and its related factors in young Korean children born prematurely.
Clinical visit during

Child Health Nursinglast
Research.
2016;22(4):336-345.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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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 Born Prematurely

(N=66)
β

Variables

B

SE

(Constant)

115.61

21.36

Internalizing behavior

-0.07

0.20

Externalizing behavior

0.74

Mother-child interaction

t

p

5.41

＜.001

-.03

-0.32

.752

0.22

.40

3.35

.001

-8.05

3.88

-.21

-2.07

.043

Parenting alliance

-0.81

0.18

-.41

-4.45

＜.001

Clinical visit during last 6 months

-1.01

3.47

-.03

-0.29

.772

Adjusted R2=.58, F=22.02, p＜.001

논 의

있음을 시사한다. Kantrowitz-Gordon 등[6]의 미숙아 부모 대상의 미
숙아 출생 관련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심층 및 사진 면담을 통한 조

학령전기의 어린 아동에게 밀접한 환경인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사연구에서도 8세 아동의 부모 조차도 미숙아 출생이나 신생아중환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미숙아와 같이

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입원 관련 부정적 경험을 여

성장발달 문제에 취약한 고위험 아동을 위한 질적 간호를 위해서는

전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불안이나 우울로 쉽게 진단되지

미숙아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련 지식체 구축

않는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하여 미숙아 출생에 의한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숙아로 출생해 만 5~6

정신적 손상은 아동의 성장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지지

세에 이른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양육 스트레스

하였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아동의 문제행동, 모아 상호작용, 배우

둘째,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

자 양육 협력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다음의 의미 있는 결과가 도

의 양육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출되었다.

스트레스의 총점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T점수와 유의한 양의

첫째,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미숙아가 학령전기에 이르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러도 지속될 가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PSI의 총점 평균

만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아직 어린

은 73.7점으로 Lee 등[21]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정상 스트레스 범위에

아동기에 있는 미숙아의 어머니는 내적인 심리적 상태로 나타나는 내

속하였으나 97점 이상의 경계선 수준 이상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인 대

재화 문제행동보다는 외적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더 심각

상자가 전체 대상자 중 8명(12.1%)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미

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내

숙아와 만삭아로 출생한 영아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면화 문제행동보다 어린 아동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

Howe 등[9]의 연구에서 PSI 총점 평균은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 간에

며 보통 유아기에 가장 정점을 이루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좋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보인 대상자의

지기 시작하는데[26], 본 연구에서도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

비율이 만삭아의 어머니는 8.3%였던 반면 미숙아의 어머니는 13.1%로

율이 각각 9.1%와 12.1%로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미숙아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Howe 등[9]은

났다. 이에 미숙아 출생 학령전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높은 발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의 행동

생 비율에 의한 어머니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의 위험성도 고려할 필

의 성숙과 언어발달, 아동의 신호에 대한 부모의 이해의 증가에 의해

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양육 협력 점

보통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는

수가 아동의 내재화 행동점수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외

자녀의 연령 증가가 영향을 주지 않음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

현화 행동점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면서 미숙아의 어머니는 미숙아 출생 자체가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

이 아버지의 양육 협력도 어렵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에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이는 최소 생후 2년동안 지속된다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미숙아 어머니

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령전기의 미숙아 어머니도 경계선 수준

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 시 아동의 행동 양상에 대해 먼저 사정

이상의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게 유지됨을 보

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여 미숙아 양육에 의한 높은 스트레스는 학령전기까지도 지속될 수

하게 하는 미숙아 출생 아동의 부모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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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등[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Kim 등[16]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셋째, 비교적 건강한 미숙아로 출생한 학령전기 아동과 어머니의 상

영아의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호작용은 만삭아로 출생한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차이가 없을

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아버지 양육 협력이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강력

여 학령전기에 이른 미숙아의 행동발달에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관

한 요인이었다. 209명의 만 3~6세 아동 대상의 국내 일 연구[27]에서

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버지의 적극적 양육 참여를 돕기 위

MPIS의 전체, 어머니 영역, 아동 영역, 상호작용 영역의 평균은 각각

해 NICU나 지역사회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하는 교육

4.0, 4.1, 3.6, 4.2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MPIS의 평균보다 전 영역에서

이 절실하며 미숙아 부모의 양육 협력 수준을 사정하고 증진하기 위

0.2~0.3점 가량 높았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미숙아와 만삭아 간에 차이가 없을 가능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미숙아 출생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위한 매우

을 제시한 것으로서 Karabekiroğlu 등[15]의 연구에서 중등도의 비교적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아버지

건강한 미숙아로 출생한 생후 16개월 유아의 안정 애착의 비율과 모아

의 양육 참여의 확대를 위해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

상호작용 점수가 만삭아로 출생한 유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

직을 2006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으

와 유사하였다. Karabekiroğlu 등[15]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

나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아직 낮은 편으로[30] 이를 증가시키

숙아와 만삭아 간 모아 애착의 차이는 미숙아 출생 그 자체가 아니라

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고위험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조산에 의한 의학적, 발달적 부정적 결과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였

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 본 연구도 재태 연령 28주 이상의 발달 문제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한편 미숙아로 출생한 생후 4개월 영아의 어머니 124명을 대상으로

아동을 제외한 비교적 건강한 미숙아 출생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Gray 등[10]의 연구에서는 NICU 입원 기간, 뇌실 내 출혈, 미숙아 망

한 것이어서 일반 아동 대상의 Park[27]의 연구와 모아 상호작용 점수

막증과 같은 임상적 요인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출생 체중이 어머니의

가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미

양육 스트레스의 독립적 예측 인자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숙아 출생 아동이 만삭아 출생 아동에 비해 모아 애착 정도가 낮다고

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의 평균값이 아동의 출생 체중이나 재태 연령

보고하였으며[28] 학령 전기의 미숙아 대상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므

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학령 전기에 이른 미숙아의 어머니의

로 학령전기의 미숙아 출생 아동과 만삭아 출생 아동의 모아 상호작

심리적 문제는 출생 초기의 임상적인 상태보다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용을 비교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모아 상호작

같은 현재 발달 문제나 모아 관계, 배우자의 양육 협력과 같은 심리사

용은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영향 요

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관련 연구는 아직

인이었다. Landsem 등[29]의 종단 연구는 조기 출생에 의한 미성숙한

부족하다. 이에 미숙아 출생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미숙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모아간 교류를 향상시키는 미숙아 부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의 변화에 대한 탐색과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

모 대상의 프로그램을 미숙아의 NICU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 3개월까

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30주 이하의 다양한 임상적 문제를 가진

지 적용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미숙아가 7세에 이를 때까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Gray 등[10]의 연구 대상자에 비해 비

지 유의하게 낮춤을 보고하였다. 이는 생후 초기부터 행해지는 모아

교적 건강한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령전기 미숙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출생 체중에 의한 영향을 밝히기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미숙아의 생후 초기부터 모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일개 병원에서 출생한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하였고 제한된 대상자 수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넷째, 미숙아 출생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

는 한계가 있지만 학령전기에 이른 미숙아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에 배우자의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양육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아동행동, 모아 관계, 배우자의 지지 측면에서

협력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각도로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의 기

다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정

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로 강력한 요인이었다. 이는 미숙아 어머니 대상의 연구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영아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에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한 Kim 등[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미숙아 출
생 영아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부부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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