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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parenting stress in preterm mothers with that in full-

term infant mother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ir children. 

Methods: This study used the secondary data analysis approach. Ninety-one preterm infant mothers and 

364 full-term infant mothers were selected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Parenting stress measured at the infancy, toddler, preschool, and early school-

age stages were collec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children such as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gender, and gestational age of children. A linear mixed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on mothers’ parenting stress. 

Results: Parenting stress was higher in preterm infant mothers at each developmental stage than in full-

term infant mothers. Parenting stress in preterm infant mothers increased from the infancy stage to the 

toddler stage but decreased afterward, while parenting stress in full-term infant mothers gradually de-

creased from the infancy stage to the school-age stage. The changes in parenting stress by developmental 

stage in preterm and full-term infant moth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infancy and toddler stages 

(t=2.32, p=0.020). 

Conclusion: Parenting stress showed a different pattern between preterm infant mothers and full-term 

infant mothers.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evelop an educational intervention to assist 

preterm infant mothers to manage their parenting stres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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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에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한 신생

아는 25,222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72%에 해당하였다. 

2000년 3.79%의 미숙아 출생률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500 g 미만의 체중으로 출생한 

저체중아도 같은 기간 3.8%에서 6.2%로 급격히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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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tatistics Korea, 2019).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의 개설, 확장 정책, 각종 생명유지 장비의 발전

과 신약 개발 등으로 인해 미숙아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Blencowe et al., 2012).

건강한 신생아를 출산할 것으로 기대했던 부모와 가족

에게 미숙아의 출산은 심각한 스트레스원이 된다(Choi & 

Lee, 2018). 미숙아는 출생 직후 호흡과 보온 유지, 감염 

예방, 외과적 수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에 입원하게 되어 부모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오랜 기간

의 분리는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애착 발달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Cherry et al., 2016).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는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충격, 미숙아 자녀의 생존 

여부와 합병증, 향후 건강과 성장발달의 문제에 대한 걱정

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tel 

et al., 2016; Howe et al., 2014; Hwang et al., 2013; 

Kantrowitz-Gordon et al., 2016; Kim & Kwon, 2005).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양육 스트레스

는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갖게 하거나 온화

함보다는 처벌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녀와의 긍정적 상

호관계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Moon et al., 2019). 양육 스

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자녀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양육의 부담이나 어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Won 

& Choi, 2015), 추가 자녀 출산의 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저출산의 간접적인 영향 요인이 되기도 한다(Kang & 

Kim, 2011). 이렇듯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 건강, 

자녀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양육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Lee, 2017; Morisod-Harari et al., 2013), 나아

가 아동학대와 방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Park, 2002). 

미숙아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삭아와는 다른 특별한 아

이로 인식하면서, 불안, 갈등, 고단함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Kim, 2019).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미숙아와 만삭

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여(Gray et al., 2012; Howe et al., 2014),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아동은 성장 발달 단계(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따라 특징적인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고 이에 맞는 다양한 부모 역할이 요구된다(Hockenberry 

& Wilson, 2018). 그러나 이러한 부모 역할에 적응하기 어

려울 경우 양육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양육 스트

레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Chun & Lee, 2017),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 양육 스트레스 연구는 대부분 자녀에게 질병이

나 장애가 있는 특수한 상황의 부모(Lee & Choi, 2019; 

Moon et al., 2019)나 일반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Oh & 

Han, 2019)으로 이루어졌고, 영유아기(Bang, 2018; Oh 

& Han, 2019)나 학령전기(Lee, 2017)와 같은 특정 발

달 단계에서 이루어진 횡단 조사연구가 대부분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

한 연구는 소수이며(Gray et al., 2018),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 연구도 영아기와 유아기에 걸쳐 시행되었다(Gray et 

al., 2018; Spinelli et al., 2013).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아

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자료를 이용하

여 미숙아와 만삭아의 비교를 강화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고 영아기부터 학

령전기까지의 장기적인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숙아 부모에게 자녀 

양육 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비교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2.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비교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

료 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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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의 원시자료는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 

건수 500건 이상이 되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표본을 구

축하였으며,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표본 구축 시 산모가 18세 이하인 경우, 의사소통이 불

가한 경우, 산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경우, 산모 또는 신생

아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신생아가 다태아이거나 입

양 예정인 경우는 제외되었다. 총 2,562가구의 예비 표본

에서 2,150가구의 전체 표본을 구축하였고, 이 중 1차년도

(2008년)에 구축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명명하였다. 

표본 가구의 이혼, 분가 등의 사유로 패널 아동과 분리된 경

우, 아동의 사망, 유학, 이민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와 표본 이탈 요청이 있는 경우 표본 추적은 중단되었다. 

원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삭제되고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제공받았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Y-2020-0030)을 받았다. 

한국아동패널 원표본 중 재태기간 37주 미만 혹은 출생 

시 체중 2,500 g 이하로 출생한 미숙아는 총 91명이었다. 

만삭아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미숙

아 91명을 제외한 원표본에서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만삭

아를 선택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두 집단을 동등하게 구

성하고자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Park, 

2005), 출생 순위(Lee, 2003), 가구 소득(Ok & Chun, 

2012; Park, 2005), 부모 학력(Kim & Song, 2007), 부모 

취업 여부(Kwon, 2011)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였다. 공변

량의 결측과 무응답률은 5% 미만이었다. 결측 또는 무응답

은 완전임의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을 시행

하여 무작위 결측(chi-square=56.72, p=0.729)임을 확

인하였다. 공변량의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 자료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중 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이

용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364 만삭아 가구가 선정되

어, 최종 91가구의 미숙아와 364가구의 만삭아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에 해당

하는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해, 영아기는 출생 년도에 측정한 1차(2008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유아기는 만 2세에 해당하는 3차(2010년) 자

료, 학령전기는 만 4세에 해당하는 5차(2012년) 자료, 그

리고 학령기는 대상자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인 8차(2015

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가중치

를 적용한 대상자 수는 영아기의 미숙아 19,682명, 만삭아 

74,863명이었고, 유아기의 미숙아는 22,954명, 만삭아는 

77,874명이었다. 학령전기의 미숙아는 24,181명, 만삭아

는 79,473명이었고, 학령기의 미숙아는 24,663명, 만삭아

는 80,477명이었다. 

3. 연구 도구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및 분만 관련 특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최종 학력, 직

업 유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만 관련 특성으로는 

임신 계획, 임신 시 보조생식술 이용, 분만 형태, 후속 출산 

계획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아동과 관련된 특성

으로는 성별, 출생 순위, 재태기간, 출생 체중, 신생아집중

치료실 입원 유무와 입원 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Parenting Stress Index, Parenting 

Daily Hassles, 그리고 Maternal Guilt Scale을 이용하여 

Kim과 Kang (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Kim과 Kang (1997)의 양육 스트레

스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

레스(12문항)’,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

스(12문항)’,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

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

감 및 디스트레스(12문항)’ 하위 영역에 대한 자료를 이 연

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하위영역의 문항 중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를 성가시게 할 때가 몇 번 있다’라는 문항은 진술

이 명확하지 않다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어 11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

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영아기의 어머니에게 적

절하지 않다고 보고되어 영아기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고, 

그리하여 영아기의 양육 스트레스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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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시 양육 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평량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Kim과 Kang (1997)의 연구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부

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의 Cronbach α=0.79이었다. 이 연

구에서는 전체 항목의 Cronbach α=0.82였고, 영아기, 유

아기, 학령전기, 학령기의 각각 신뢰도는 0.84, 0.88, 0.88, 

0.9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2.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

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한 복합표본설계로, 표본 설계

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해야만 올바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조사 진행 시기가 길어질수록 표본 이탈이 점차 더 발

생하므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용하

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008년(1

차)에 측정한 대상자의 자료를 제시하므로 1차년도 가중치

를 적용한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기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각 발달 단계

마다 해당 차수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비교분

석하기 위해 선형 혼합 모형(Linear mixed model)의 공분

산형태모형(covariance pattern model)을 이용하였다. 공

분산행렬은 시점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일정하게 작아

짐을 가정하여 autoregressive (1)로 설정하였다. 선형 혼

합 모형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원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미숙아 어머니의 연령은 31.66±3.89세이었으며, 만삭

아 어머니의 연령은 30.95±3.51세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

하, 전문대 졸업 순이었고, 두 그룹 어머니 모두 30% 미만

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대부분(92% 이상)의 어머니가 

자연적으로 임신하였으며, 인공수정 및 시험관 수술 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은 미숙아 어머니(6.69%)가 만삭

아 어머니(2.04%)에 비해 높았다. 미숙아 어머니(30.45%)

가 만삭아 어머니(23.10%)에 비해 응급 제왕절개를 더 많

이 이용하여 분만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30% 이상이 후속 

출산 계획에 긍정적이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미숙

아 어머니(49.34%)가 만삭아 어머니(43.28%)에 비해 더 

많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50.3%, 여아 49.7%이었다. 미숙

아의 평균 재태기간은 36.69±1.94주, 만삭아는 39.39±

1.02주였다. 출생 시 체중은 미숙아는 2.49±0.42 kg, 만삭

아는 3.31±0.39 kg이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 경험

이 있는 미숙아는 18.59%, 만삭아는 1.61%였고, 입원 경

험이 있는 미숙아의 평균 입원 기간은 18.26±16.51일, 만

삭아는 5.80±3.11일이었다. 출생 순위는 모두 첫째(미숙

아 56.78%, 만삭아 58.36%)가 가장 많았다.

2.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미숙아와 만삭아의 각 발달 단계별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아기 양육 스트레스는 미

숙아 2.80±0.60점, 만삭아 2.72±0.62점이었다. 유아기 

양육 스트레스는 미숙아 2.94±0.64점, 만삭아 2.72±0.73

점이었다. 학령전기 양육 스트레스는 미숙아 2.76±0.65

점, 만삭아 2.68±0.65점이었다. 학령기 양육 스트레스는 

미숙아 2.48±0.63점, 만삭아 2.43±0.73점이었다. 미숙아 

어머니의 유아기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기에 비해 상승하였

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고, 만삭아 어머니는 영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Fig. 1).

3.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양상 비교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 변화에서 영아

기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하였으나(F=758.09, p<0.001),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는 차이는 

없었다(F=2.93, p=0.088).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

레스 변화는 유의하였으나(F=31.87, p<0.001), 발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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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 두 집단의 상호작용은 유의

하지 않았다(F=2.38, p=0.068). 각 발달 단계와 두 집단

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유아기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

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t=2.32, p=0.020). 

고     찰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이차 자료를 이용하여 미숙

아 어머니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 

대상자를 동등하게 구성하고자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

는 요인(성별, 출생 순위, 가구 소득, 부모의 최종 학력, 부

모의 취업 여부)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경향점수매칭을 시

행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되는 점으로 영아

Table 2. Parenting stress in preterm and full-term infant mothers 
(n=94,545)

Developmental stage Preterm infant 

(n=19,682)

Full-term infant 

(n=74,863)

Infancy 2.80±0.60 2.72±0.62

Toddler 2.94±0.64 2.72±0.73

Preschooler 2.76±0.65 2.68±0.65

Schooler 2.48±0.63 2.43±0.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ther, father, and child (n=94,545) 

Variable Preterm 

infant 

(weighted 

n=19,682)

Full-

term infant 

(weighted 

n=74,863)

% Mean±
SD

% Mean±
SD

Mother

  Age (yr) 31.66±
3.89

30.95±
3.51

    <35 72.90 85.89 

    ≥35 27.10 14.1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5.81 35.30 

    College 22.65 28.21 

    ≥University 41.54 36.49

  Employment*

    Yes 29.24 21.83 

    No 70.76 78.17

  Pregnancy intention

    Yes 90.36 83.04 

    No 9.64 16.96 

  Assisted reproduction pregnancy

    No 92.17 94.86 

    Pregnancy after ovulation 1.13 3.10 

    Use assisted reproduction 6.69 2.04 

  Delivery mode

    Vaginal 46.96 52.48 

    Planned C/S 22.59 24.42 

    Unplanned emergency C/S 30.45 23.10 

  Subsequent birth plan

    Yes 31.47 34.41 

    No 49.34 43.28 

  Not sure 19.20 22.32 

Father

  Age (yr) 34.58±
3.84

33.44±
3.9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7.61 25.27 

    College 15.38 17.13 

    ≥University 57.00 57.60 

  Employment*

    Yes 99.10 99.30 

    No 0.90 0.70

Table 1. Characteristics of mother, father, and child (n=94,545) 
(continue)

Variable Preterm 

infant 

(weighted 

n=19,682)

Full-

term infant 

(weighted 

n=74,863)

% Mean±
SD

% Mean±
SD

Child

  Gender*

    Boy 50.26 50.36

    Girl 49.74 49.64

  Gestation age (wk) 36.69±
1.94

39.39±
1.02

  Birth weight (kg) 2.49±
0.42

3.31±
0.39

  NICU admission

    Yes 18.59 1.61 

    No 81.41 98.39

  Hospitalization in the NICU (day) 18.26±
16.51

5.80±
3.11

  Birth order*

    First 56.78 58.36 

    Second 33.90 32.40 

    Third or higher 9.31 9.24

SD, standard deviation; C/S, cesarean section; 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Co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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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의 각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발달 단계

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영아기 양육 스트레

스는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에도 유의하였는데, 이는 만삭

아보다 미숙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Gray et al., 2018; Howe et al., 2014; 

Kim & Kwon, 2005; Spinelli et al., 2013). 만삭아 어머

니의 경우 영아기와 유아기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비슷

하였으나, 미숙아 어머니의 경우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에 

상승하였다.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4, 

12, 24개월에 측정한 Gray 등(2018)의 연구에서 양육 스

트레스는 미숙아 어머니의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와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미

숙아 부모가 자녀의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으로 인

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간호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 사정하고, 적절

한 정서적 지지와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Nordheim et al., 

2018; Turpin et al., 2019). 미숙아 생존율의 향상으로 인

해 그동안 미숙아의 의학적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인식으

로부터 퇴원 이후 가정에서의 미숙아 건강과 부모의 양육

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Blencowe et al., 2012). 이

러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체계화된 퇴원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Choi & Shin, 2013; Castel et al., 2016) 미숙

아와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가족중심간호를 제공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는 유아기 발달 단계까지 증가하였고, 발달 단계와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므로 신생아집

중치료실을 퇴원하여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지역사회 

지원 센터와 같은 사회적 연계와 도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만삭

아 어머니와 달리 유아기까지 지속 증가한 것은 미숙아 어

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Turpin et al., 2019), 적어도 2년 동안 지속된다는 Howe 

등(2014)의 주장과도 일치되었다. 또한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 모두 유아기 이후 양육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였

다. Gerstein 등(2015)이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가 6세가 될때까지 양육 스트레스 측정한 연구에서 24개

월부터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im과 Lee (2005)가 만 4, 5, 6세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

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이는 자녀가 성장 발달함에 따라 자녀의 신호(cue)를 이해

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되어(Howe et 

al., 2014; Kim & Lee, 2005), 부모에게 주로 의존하던 영

유아기를 지나면서부터 양육 스트레스가 서서히 감소되는 

Table 3. Changes of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group and the developmental stage (N=455)

Variable β Numerator df Denominator df F or t p-value

Parenting stress at infancy 1 557.21 758.09 <0.001

Group 1 526.22 2.93 0.088

Developmental stages 3 1,017.82 31.87 <0.001

Group×developmental stages 3 1,017.78 2.38 0.068

Group×toddler 0.17 2.32 0.020

Group×preschooler 0.06 0.68 0.498

Group×schooler -0.02 -0.22 0.824

df, degre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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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enting stress in preterm and full-term infant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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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숙아는 2–3세까지 따라잡기 성장(catch-up growth)

이 이루어지는데(Euser et al., 2008), 성공적인 따라잡기 

후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꼈던 자녀가 비로소 다른 만삭

아로 출생한 신생아와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면서 안도감과 

함께 스트레스도 감소되어 이 두 그룹의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 차이가 미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는 한국아

동패널의 대상자 선정 시 신생아의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일반 신생아와 큰 차이가 없는 건

강한 미숙아가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미숙아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미숙아로 선

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미숙아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

다. 그러나 미숙아와 만삭아의 비교를 강화하기 위해 경향

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를 동등

하게 구성하고,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자료를 수집한 종

단적 연구설계를 이용하여 미숙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출생 이후부터 총 8년 동안 

조사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미숙아와 만삭아의 발달 단

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 미숙아 어머니의 영·유아기 동안의 양육 스트

레스는 만삭아 어머니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미숙아를 출

산한 어머니와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관리 중재

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미숙아와 

가족에 대한 양육 관련 교육 및 자원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아 향후 미숙아의 

질병 유무 및 중증도, 어머니 또는 가족의 강점 등 다양한 

요인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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