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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mpact, parental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spousal support on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A total of 162 mothers who raised infants and toddlers under 24 months of age participated in 

this descriptive study via a web survey. The researchers collected data, which included demographic vari-

ables about mothers and babies, COVID-19 impact, parenting stress, spousal support, parenting behavior,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after the pandemic.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 

24.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ests. 

Results: With the spread of COVID-19,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appeared to be affected in the 

order of psychological burden, resources, and financial burden, and their parenting stress increased com-

pared to that before the pandemic. The change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 mother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VID-19.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parenting behavior significantly decreased as mothers’ parenting stress 

increased.

Conclusion: Change in infants’ and toddlers’ mothers’ parenting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both COVID- 

19 impact and parenting stress in South Korea during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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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

로 급격히 확산되고 높은 전염력으로 쉽사리 종식될 것 같

지 않은 양상을 보이며 2020년 3월, 감염병 최고경고 등

급인 펜데믹으로 지정되어(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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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염병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지정하고 확진자 수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 근무 형태를 채택

하고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휴원 혹은 온라인 수업의 형태

로 전환되며 사회적 변화가 가족 내 자녀의 양육형태에도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다(Chin et al.,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부터 어머니들은 높은 수준의 스

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 (Griffith, 2020; Russell et al., 

2020) 이는 전염병 확산 사건 자체가 개개인에게 불안, 스

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원으

로 작용하고(WHO, 2020) 자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사회적 자원의 지원은 감소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Fontanesi et al., 2020). 실

제로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하여 한국 가족 내에 자녀돌봄 

시간이 평균 2.17시간에서 2.76시간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양육 부담의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Chin et al., 2020).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

이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의 형태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않

게 되고 그 결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저하와 같이 아동발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ater-Deckard, 2005).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

을 느끼게 되어 학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 & Park, 2009; Miragoli et al., 2018). 따라서 인간

의 신체, 사회, 정신발달의 평생에 걸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기 아동에게 부모의 

양육 행동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Brownell & Kopp, 

2007).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외적 변인인 

배우자 지지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공유와 양육 부담 감소

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Choi & Moon, 2016). 배우

자 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어머니가 인지하는 양육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

음이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Kanter & Proulx, 

2019; Kim et al., 201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사회

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생

각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의 특성에 배우자 지지가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서는 규명된 선행 연구가 드문 실정으로 코로

나19의 확산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어머니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긍정적 양육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

안 수립 및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

산으로 변화된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변화, 스트레스를 살

펴본 연구(Chin et al., 2020)는 있었으나 대상자가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자녀돌봄 부담에 대

해 단일 항목으로 그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어머니가 받는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 양상

과 갖는 연관성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국외에

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펜데믹 선언 이후 부

모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할수록 부모자녀 관계

의 밀접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Russell et al., 2020) 아이

들의 정서행동적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이 알려졌다

(Spinelli et al., 2021).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또한 증가시

킴이 밝혀졌지만(Brown et al., 2020) 학대가능성 외의 양

육 행동 변화 양상에 대해 규명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하는 코로나19 바이

러스 확산과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그리고 배우자 지지

가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

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력과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

동, 그리고 배우자 지지가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을 규명하고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어머니들이 인지한 코로나19의 영향력, 양

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양육 행동 변화, 배우자 지지는 어

머니와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코로나19 확산 시기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 양육 행동, 양육 행동 변화, 배우자 지지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코로나19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

육 행동, 배우자 지지가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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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시기 코로나 영향력과 양육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양육 행동의 변화와 각 변수가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연구 참여 대상은 코로나 19 시기 영유아(0– 

24개월)를 양육하는 대한민국의 성인 어머니로서 연구 목

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하여 웹으로 진행된 설

문에 참여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의

수준 0.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15, 예측 변수는 16개

(코로나19의 확산 영향력, 양육 행동, 양육 행동 변화, 양

육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연령, 나이, 경제적 상태, 아이의 

수,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Cohen, 

1992)을 입력하여 계산된 값은 143으로 탈락률이나 정확

하지 않은 응답률을 10% 가량 고려 160명으로 계획하였

으나 실제 설문에 참여한 188명 중 설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162명의 응답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로 인한 양육 일상 

     변화의 수준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코로나로 인한 양육 일상 행

동 변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들

의 종교, 학력, 경제 상태, 직업의 유무, 육아 휴직의 유무, 

양육하는 아이의 수와 영유아의 수, 보육 기관 이용 여부, 

양육 도우미 이용 여부, 코로나 이후 변화된 보육 시간, 보

육 일수를 설문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2) 코로나 영향력

코로나 영향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어머니들

이 생활 전반에 걸쳐 받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인 Coronavirus 

Impacts Questionnaire (Conway et al., 2020)을 연구자

가 번안하여 이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개인이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며 받은 영향력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경제적, 자원적, 정신적 하위범주

로 총 6개의 항목에 응답하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범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과 검증 도중 확인된 

Cronbach α=0.76–0.93 (Conway et al., 2020), 싱가폴

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확인된 Cronbach 

α=0.76 (Chung et al., 2020)으로 확인되었다. 

번안을 위해 도구의 개발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획득하

였으며 Guillemin 등(1993)이 제시 한 도구번역과 적용과

정에 의거하여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한국어 도구

를 완성하였다.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후 간

호대 교수 1인, 간호대 박사과정 학생 2인, 미국에 거주하며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중언어자 2인이 검토하여 번역본의 

맥락과 의미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전문 번역자를 통해 

역번역하였다. 역번역한 문항은 원저자에게 전달되어 최초

의 도구 개발 시 의미와 맥락과 일치한지 확인받은 후 이중언

어가 가능한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자문집단이 번

역된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의 구성과 언어

적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

니 20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번역된 문항의 이

해도와 명확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 자원적, 정신적 영향력을 하위범주

로 갖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Cronbach α값

은 0.82로 하위범주별 신뢰도는 경제적 영향력 Cronbach 

α=0.77, 자원적 영향력 Cronbach α=0.62, 정신적 영향력 

Cronbach α=0.81이었다. 

3)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Kim & Park, 

2009) 이 연구에서는 Abidin (1992)에 의해 개발된 Pa-

renting Stress Index를 국내에서 번안하고 신뢰도 및 타

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Lee et al., 2008)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의미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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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부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

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3가지 하위 영역에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한국형 도구 번역과정에서 측정된 Cronbach α=0.91 (Lee 

at al, 200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0.956이었다. 

4) 양육 행동

양육 행동이란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Lee & 

Park, 1988)으로 이 연구에서는 IOWA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Crase et al., 1980)를 국내에서 번역한 어머

니 양육 행동 도구(Hong & Jung, 1995)에 의해 측정된 

결과이다. 해당 도구는 합리적 지도, 한계 설정, 애정성, 반

응성의 4가지 하위항목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

육 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자기기질, 양

육 행동, 유아기질에 관련된 선행연구(Hong, 2001)에서 

Cronbach α는 0.84로 측정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 값은 0.950이었다.

5) 양육 행동 변화

양육 행동 변화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영유아를 양육

하는 어머니들의 행동 변화 중 양육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 양육 행동 변화 양상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Parenting In a Pandemic Scale 

(Waller et al., 2020)의 항목에서 수면 양상, 미디어 시청, 

위생 관리 등이 코로나 이후 양육 행동의 주변화 양상으로 

드러났음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있어 변화된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을 측정할 수 있

는 문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총 6가지로 미디어 시청, 외출 시간의 감소, 

개인 위생의 횟수 증가, 감정적 부딪힘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빈도의 증가, 수면 양상의 변화와 같은 특

정 양육 행동의 변화가 코로나 확산 이후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라고 응답할 경우 1점, 아

니오라고 응답할 경우 0점으로 계산하였으며 총 6점 만점

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양육 행

동 변화가 크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산된 KR20의 값은 0.59였다. 

6)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대상자가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 신체

적 지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Kim과 Yoo 

(2016)에 의해 개발된 배우자 지지 측정 도구에 의해 측정

된 결과이다. 해당 도구는 나의 일에 대한 존중, 자녀 양

육 및 교육을 공유함, 가정일을 도움, 어려움에 대한 지지

의 4개 하위 요인으로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된다.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 스트레

스,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Choi & Moon, 

2016)에서 측정된 Cronbach a=0.95, 이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a=0.969로 측정되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8월 17일로부터 18일까

지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구글 서베이의 형태를 통해 구현

된 웹 기반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으로써 대표적인 양육 관

련 카페 2곳(레몬테라스, 맘스홀릭)에 연구에 대한 설명글을 

게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웹링크를 제공하여 접속 

이후 첫 페이지에서 연구에 대한 설명과 목적 및 방법을 설명

하고 이에 동의를 선택한 참여자만 이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양육 행동 변화,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에 관련된 문항이 구현된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변환과정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정보와 각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

분율, 값들이 가지는 평균과 표준 편차와 같은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설문 문항의 타당도 및 측정 도구

가 연구 내에서 가지는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

석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한 설명력 및 Cronbach a 계수를 산

출하였다. 이후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연구변인들 간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test를 이용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분석으로서 Tukey의 다중비교를 

시행하였다. 또한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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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과 배우자

의 지지가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사위원회로(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부터 검토와 승인을 거친 이후 진행되

었으며 (IRB No. 2108/002-002)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과 절차를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을 마친 

이후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폐기하고 분석

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응답한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코드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고 연구를 위해 수

집된 자료는 연구 책임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5년

간 저장 후 폐기될 예정이며 단순 사례 지급을 목적으로 수

집된 개인 식별 정보는 사례 지급 이후 즉시 폐기됨을 사전

에 설명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로 인한 일상 변화의 수준 

이 연구에는 코로나확산 시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

육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162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 평균 나이는 33.8세(standard 

deviation [SD]=4.06)이었으며 종교의 경우 무교가 8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after COVID-19 (N=162) (Continued)

Variable Value

Maternal occupation

  Employed 91 (56.2)

  Unemployed 71 (43.8)

Parental leave (if employed)

  Yes 58 (63.7)

  No 33 (36.3)

No. of children

  1 103 (63.6)

  2 50 (30.9)

  ≥3 9 (5.5)

Use of day-care

  Yes 68 (42.0)

  No 94 (58.0)

Use of babysitter

  Yes 34 (21.0)

  No 128 (79.0)

Change in using day-care

  No 54 (56.8)

  Yes

    Decreasing in day 33 (34.7)

    Decreasing in time 8 (8.4)

Time of nurturing at home after COVID-19

  Increasing 71 (94.7)

  Decreasing 4 (5.3)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Increase in TV viewing time

    Yes 95 (58.6)

    No 67 (41.4)

  Decrease in going out with family

    Yes 128 (79.0)

    No 34 (21.0)

  Increase in personal hygiene behaviors

    Yes 116 (71.6)

    No 46 (28.4)

  Increase in emotional conflict with children

    Yes 56 (34.6)

    No 106 (65.4)

  Increase in issues about health and diseases

    Yes 33 (20.4)

    No 129 (79.6)

  Change in sleep pattern of children

    Yes 36 (22.2)

    No 126 (77.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KRW, Korean w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after COVID-19 (N=162)

Variable Value

Maternal age (yr) 33.80±4.064

Maternal religion

  Christianity 32 (19.8)

  Catholic 22 (13.6)

  Buddhism 20 (12.3)

  None 88 (54.3)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6 (3.7)

  College or University 126 (77.8)

  Graduate school 30 (18.5)

Family monthly income (KRW)

  <2 million 2 (1.2)

  2-4 million 59 (36.4)

  >4 million 101 (62.4)

(continued)



https://doi.org/10.21896/jksmch.2022.26.2.80 85

김미라·채선미. COVID-19 팬데믹 시기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화 영향 요인

명(54.3%)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n=126, 77.8%)이, 가정 경제 수준은 월 소득 400만

원 이상(n=101, 62.4%)이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어

머니 중 91명(56.2%)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58

명(63.7%)이 육아휴직 상태였다. 영아 관련 변인을 살펴보

면 양육하는 평균 자녀 수는 1.44명(SD=0.696)으로 최소 

1명, 최대 5명을 양육하고 있었고 어머니 중 68명(42%)이 

자녀 보육 기관을 이용, 34명(21%)가 양육에 있어 조부모

나 베이비시터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가 인지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로 인한 양

육 일상 변화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양육 기관의 이용에 변

화가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41명(43.2%)이었으며, 변

화 양상에 있어 등원일수 감소가 33명, 1일 이용 시간 감소 8

명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의 변화가 있

었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75명(46.3%)이었으며 변화 방향

에 대해 응답한 어머니 중 71명(94.7%)이 보육 시간이 증가

하였다고 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어난 일상의 변화는 

외출시간의 감소(n=128, 79%), 개인위생의 증가(n=116, 

71.6%), 미디어 시청 시간의 증가(n=95, 58.6%), 감정적 

충돌 증가(n=56, 34.6%), 수면 양상의 변화(n=36, 22.2 

%), 건강, 질병에 관한 이슈 증가(n=33, 20.4%)의 순으로 

드러났다.

2.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한 코로나 영향력,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배우자 지지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어머니들의 양육 변화 정도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

과 값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어머니들이 인지한 

코로나 영향력은 4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값(mean) 2.51 

(SD=0.62)로 정신적(mean=2.97, SD=0.78), 자원적

(mean=2.32, SD=0.71), 경제적(mean=2.23, SD=0.86) 

영역 순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인지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평균 2.41점(SD=0.70)이었고 하위 척도에 있어

서는 부모의 고통(mean=3.03, SD=0.89), 까다로운 자

녀(mean=2.24, SD=0.86),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

용(mean=1.98, SD=0.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 행

동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수준은 5

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평균 3.94점(SD=0.64)이었으

며 하위척도에서는 반응성(mean=4.12, SD=0.75), 합

리적 지도(mean=4.01, SD=0.71), 애정성(mean=3.87, 

SD= 0.64), 한계 설정(mean=3.75, SD=0.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인지한 배우자 지지의 수준은 4

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평균 3.78점(SD=0.84)이었으며 

하위 척도로는 어려움을 이해함(mean=3.90, SD=0.98), 

나의 일 존중(mean=3.83, SD=0.86), 가정일을 도움

(mean=3.76, SD=1.00), 자녀 양육을 도움(mean=3.61, 

SD=0.95)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변화 정도는 평균 2.89점(SD= 

1.49)이었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6점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각 하위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Table 3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가 인지하는 코로나 영향력은 양육 스트레스

(r=0.549, p<0.001), 양육 행동 변화(r=0.271, p<0.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 지지(r=-

0.404, p<0.01), 양육 행동(r=-0.298, p<0.001)과는 유

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Table 2. Levels of COVID-19 impact,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spousal support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N=162)

Variable Mean±SD Range

COVID-19 Impact 2.51±0.62 1–4

  Economical 2.23±0.86 1–4

  Resource 2.32±0.71 1–4

  Psychological 2.97±0.78 1–4

Total parenting stress 2.41±0.70 1.00–4.92

  Parental distress 3.03±0.89 1–5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1.98±0.76 1.00–4.92

  Difficult child 2.24±0.86 1.00–4.92

Parenting behavior 3.94±0.64 1.73–5.00

  Affective 3.87±0.64 1.38–5.00

  Responsiveness 4.12±0.75 1.60–5.00

  Reasoning/guidance 4.01±0.71 1.75–5.00

  Limit setting 3.75±0.73 1.60–5.00

Spousal support 3.78±0.84 1–5

  Respects my work 3.83±0.86 1–5

  Shares nurturing and educating children 3.61±0.95 1–5

  Helps with household matters 3.76±1.00 1–5

  Supports with difficulties 3.90±0.98 1–5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2.89±1.49 1–6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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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지(r=-0.590, p<0.001), 양육 행동(r=-0.437, 

p<0.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가 

인지하는 배우자의 지지 수준은 양육 행동(r=0.562, p< 

0.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

육행동 변화에 있어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것은 코로나 

영향력(r=0.271, p<0.001)으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4. 코로나 영향력, 긍정적 양육 행동, 배우자 지지,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양육 행동, 코로나 영향력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화 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수 중 양육하는 아이의 수에 따라 

양육 행동 변화의 평균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져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 이하(1.472–4.938)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하위 항목에 대해 생성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F=6.988, p=0.000), 회귀 모형의 설명

력은 약 21.3% (수정된 값은 18.3%)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

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 스트레스(β=-0.243, 

p=0.016)는 코로나 시기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화에 유

의한 음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코로나 영향력(β=0.322, 

p=0.000)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이 연구 결과 영유아 어머니가 인지한 코로나 영향력은 

평균 2.50점으로 12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싱가폴의 

어머니들이 인지한 정도(mean=1.97, SD=0.60) (Chung 

et al., 202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령

기 아동을 양육하는 싱가폴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이의 연

령이 어려 더 많은 돌봄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Marchetti 

et al., 2020; Park et al., 2015) 2020년 진행된 선행 연구

들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된 펜데믹 상황으로 대상자들이 인

Table 3. Relationship among COVID-19 impact (A), parenting 
stress (B), parenting behavior (C), spousal support (D), and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E) (N=162)

Variable A B C D E

COVID-19 impact

  r 1.000

  p-value

Parenting stress

  r 0.549 1.000

  p-value <0.001

Parenting behavior

  r -0.298 -0.437 1.000

  p-value <0.001 <0.001

Spousal support

  r -0.404 -0.590 0.562 1.000

  p-value <0.001 <0.001 <0.001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r 0.271 0.037 -0.084 -0.131 1.000

  p-value <0.001 0.637 0.290 0.097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Table 4. Influence of COVID-19 impact,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spousal support on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N=16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value VIF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constant) 4.741 1.413 3.357 0.001

COVID-19 impact 0.777 0.209 0.322 3.720 0.000 1.472

Parenting stress -0.515 0.211 -0.243 -2.445 0.016 1.953

Parenting behavior -0.198 0.209 -0.084 -0.946 0.345 1.568

Spousal support -0.173 0.175 -0.097 -0.993 0.322 1.885

No. of children (ref., n>3)

  1 -1.540 0.489 -0.499 -3.149 0.002 4.938

  2 -0.622 0.509 -0.193 -0.1222 0.223 4.930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SE,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F=6.998 (p=0.000), R2=0.213, adjR
2=0.183, D-W=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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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영향력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코로

나 영향력 하위 범주에서는 정신적 영항력이 가장 높았고, 

자원적, 경제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생

필품의 공급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외국과는 달리 국내의 

영유아 어머니는 외출 및 모임 자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

기와 관련된 고립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나라 성인 중 40.7%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서적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고(Cho et al., 2020) 이 연

구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와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어머니가 75.31%(122명)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지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41점(SD=0.6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

들과 비교하였을 때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1–7세 영유

아 어머니들이 인지한 양육 스트레스 2.17점(Kim & Koh, 

2016)과 만 12개월 이하 영아 어머니들의 2.19점보다는

(Kim, 2015) 높고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18–36개월 유아

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Bae와 Han (2021)의 연구에서 

측정된 2.93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이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전방위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적응하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Chu et al., 2021). 또한 연구 참여자의 43.3 %

가 어머니가 수행하는 가정 내 보육의 시간이 증가하고 보

육 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들 중 43.2%의 어머니가 이용 

빈도와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의 확산 이후 양육에 도움을 주던 외적 자원이 줄어들고 직

접 양육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양육 스트

레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점수는 평균 3.94점으로 하위 척

도 중 반응성이 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합리적 

지도 4.01점, 애정성 3.87점, 한계 설정 3.75점과 같은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영유아 어머니

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Lee & Son, 2017)

으로 특히 한계 설정(3.43점)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가족과 아이의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고 이전

에 없었던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서 더 많은 가이드 라인을 제안하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

에 두게 된 상황적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들의 배우자 지지 수준은 평균 3.78점으로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인지한 3.07점

(Choi & Moon, 2018)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코로나로 인

해 발생한 직장의 폐쇄와 학교의 휴교 등 사회 시스템의 변

화로 인해 재택 근무가 증가하고 자녀 돌봄 휴가 등을 사용

하면서 아버지들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 공백 및 양육 부담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배우자 지지는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 사

회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중요

한 지지 체계로(Chan et al, 2020)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이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펜데믹 시기에는 더욱 의

미 있는 외적 지지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 이후 아버지들에 비해 어머니들이 두 배 이상 돌봄 부

담이 증가하였다고 호소하였으며(Chin et al., 2020)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는 5%에 불과하

였다(Cho et al.,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가부장적 인식

으로 인해 아버지들이 양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의 육아 휴직이나 유연 근무제의 이용을 사회적으로 지지

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연

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 어려운 일

로 밝혀진 만큼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

육 스트레스와 코로나로 인한 정신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

키고 긍정적 양육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배우자의 육아 참

여와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지원 시스템의 구

축, 그리고 개인의 인식 변화 등이 일어나야 함을 제안한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일어난 양육 행동 변화는 평균 

2.89 (SD=1.49)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어머니들

의 양육 행동이 평균적으로 2–3가지는 변화하였음을 의미

한다. 가장 많은 어머니들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족과 함께 하는 외출의 감소로 이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으로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행동과 사회적 거

리두기, 백신 패스와 같은 사회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지며 개인 위생의 증가, 영상물 시청의 증가, 감정적 충돌의 

증가, 수면 양상의 변화의 순으로 변화의 빈도가 잦았음을 

의미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의 확산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 변화는 어머니가 

코로나 영향력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이는 아이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에게 코로나 19의 확

산이 스트레스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처하고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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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의 양육행동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Brown et al., 

202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여러가지 대처 방안 

중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문제에 대

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것을 문제 중심적 대처

라고 하는데(Chai & Choi, 2019) 코로나 19 확산시기 어

머니들이 가족의 감염을 막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양육 행동의 변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스트레스 사건이지만 특히 유교를 기

반으로 한 가부장적 전통 아래 주양육자로서 가족의 건강

을 책임지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Kim, 2004) 더욱 위

협적이며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가 인지하는 코로나 

영향력은 홍콩의 어머니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는데

(Chung et al., 2020) 코로나 19의 확산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이 어머니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수록 상황에 대한 대

처 행동으로 양육 행동의 변화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코로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많은 양

육 스트레스를 느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

고 변화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으로(Park 

et al., 2008) 코로나 19 확산 시기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

머니들이 불안을 많이 느낄수록 코로나 예방 행위를 잘할 

수 없었던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같다(Lee et al., 2021). 

즉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코로나 19의 확산에 적

절히 대처하고자 양육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양육 스트레스 

수준의 조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시기 영유아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확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

스를 받고 있었다(Prime et al., 2020). 코로나 19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신 건강 상태는 아이가 인지

하는 직접적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정신적 문제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Russell et al., 2020) 영유아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양육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이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의 확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

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자원적 지지의 제공과 양육 스

트레스 조절과 대처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격려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근거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과 어머

니의 양육 행동 변화를 위해 사용한 도구와 문항은 외국에

서 개발된 것을 번역하여 이용하였으며 문화적 맥락과 이

를 반영한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지 않은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어머니들이 받는 영

향력과 양육 관련 변인들을 측정함에 있어 더 정확한 논의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시행

되어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인지하

는 코로나19의 영향력과 양육 스트레스, 양육 행동 변화 등

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코로나19 확

산의 자녀 양육 행동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돌봄 의존도가 높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화에 관련된 요인과 

상황으로 인한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

트레스와 양육 행동, 배우자 지지간 관계와 각 변수가 양육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의 어머니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영유아 어머니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영향

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 또

한 이전의 선행 연구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

다. 즉 코로나19는 영유아 어머니들에게 있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어머

니가 인지한 코로나 영향력과 양육 스트레스는 코로나 19

라는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

육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

서 받는 정신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

지 못할 경우 어머니들의 양육 행동은 효율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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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며 이는 곧 가족과 어머니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어머니가 인지하는 코로나19의 영향력과 증가된 양육 스

트레스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들은 이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

을 명시합니다.

감사의 글 및 알림(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 4단계 사업

(미래간호인재양성사업단)의 지원 을 받았습니다. 

REFERENCES

Abidin RR.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 Clin 

Child Psychol 1992;21:407-12. 

Bae KH, Han JH. The effects of mother’s attachment to toddler, 

parenting stress, and playfulness on their parenting com-

petence. J Child Lit Educ 2021;22;217-38.

Brown SM, Doom JR, Lechuga-Peña S, Watamura SE, Koppels 

T. Stress and parenting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hild Abuse Negl 2020;110(Pt 2):104699.

Brownell CA, Kopp CB. Transitions in toddler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Chai HY, Choi MY.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yle on depression in mothers 

of toddlers. Child Health Nurs Res 2019;25:196-204.

Chan XW, Kalliath P, Chan C, Kalliath T. How does family 

support facilitate job 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chain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enrichment and job-

related well-being. Stress Health 2020;36:97-104.

Chin MJ, Sung MA, Son SH, Yoo JE, Lee JR, Chang YE. Changes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pan-

demic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ceived stress. Fam 

Environ Res 2020;58;447-61.

Cho SI, Kim NY, Jang MN, Park EY. A study on parenting 

support plan for work and family balance of working 

mother. Parent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Kyoungsung; 2020. 

Choi YH, Moon HJ.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J Korean Contents 

Assoc 2018;18;221-8.

Choi YH, Moon HJ.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spouse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Korean J Early 

Child Educ 2016;20;407-24. 

Chu KA, Schwartz C, Towner E, Kasparian NA, Callaghan B. 

Parenting under pressure: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OVID-19 on family life. J Affect Disord 

Rep 2021;5:100161.

Chung G, Lanier P, Wong PYJ.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harsh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during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Singapore. J 

Fam Violence 2020 Sep 2:1-12. https://doi.org/10.1007/

s10896-020-00200-1. [Epub].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Curr Dir Psychol Sci 

1992;1;98-101. 

Conway LG III, Woodard SR, Zubrod A. Social psychological 

measurements of COVID-19: coronavirus perceived 

threat, government response, impacts, and experiences 

questionnaires. PsyArXiv [Preprint]. 2020 [2021 Aug 

21].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1234/osf.io/ 

z2x9a.

Crase SJ, Clark S, Pease D. Assessment of child-rearing 

behavior of midwestern rural parents. Home Eco Res J 

1980;9;163-72.

Deater-Deckard K.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evelop-

ment: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Infant Child Dev 

2005;14;111-5.

Fontanesi L, Marchetti D, Mazza C, Di Giandomenico S, Roma 

P, Verrocchio MC. The effect of the COVID-19 lockdown 

on parents: a call to adopt urgent measures. Psychol Trauma 

2020;12(S1);S79-81. 

Griffith AK. Parental burnout and child maltreatme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 Fam Violence 2020 Jun 23:1-

7. https://doi.org/10.1007/s10896-020-00172-2. [Epub]. 

Guillemin F, Bombardier C, Beaton D. Cross-cultural adapta-

ti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easures: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guidelines. J Clin Epidemiol 1993;46; 

1417-32. 

Hong KO.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self - perception, 

parenting behavior, kindergartener s̀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 Child Stud 2001;22;181-94. 

Hong KO, Jung OB. Relationships between patterns of atta-

ch ment, temperament, and thier mother’s parenting beha-

vior among kindergarten child. Korean J of Child Stud 

1995;16;99-112. 

Kanter JB, Proulx CM.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pousal supportiveness. J 

Fam Psychol 2019;33:121-31.

Kim EK, Koh CK. The relation of parenting stress, anger and 

https://doi.org/10.1007/s10896-020-00200-1
https://doi.org/10.1007/s10896-020-00200-1
https://doi.org/10.31234/osf.io/ z2x9a
https://doi.org/10.31234/osf.io/ z2x9a
https://doi.org/10.1007/s10896-020-00172-2


Kim M·Chae S.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Parenting Behavior during COVID-19 Pandemic

90 https://doi.org/10.21896/jksmch.2022.26.2.80

somatization symptom of mothers. Korean J Stress Res 

2016;24;151-60.

Kim JH. Mothers in confucian family ethics, their maternity 

and maternal rights. Cheongju (Korea): Humanit Res Inst 

2004;29:99-125. 

Kim JY.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Korean J Stress Res 2015;23;91-100.

Kim KW, Doh HS, Kim SW, Rhee SH.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maternal job characteristics, spous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 2010; 

31;101-13. 

Kim MY, Park DY.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verbal 

abuse of infant’s mother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9;15;375-82. 

Kim SJ, Yoo SK. Spousal support scale of work-family recon-

cili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 Counsel 

Psychother 2016;28;971-1002.

Lee HS, Son SM. Impact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young children self-regulation.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c 2017;22;249-71. 

Lee KS, Chung KM, Park JA, Kim HJ. Standardization Study 

for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orean J 

Psychol 2008;27;689-707. 

Lee S, Park SY.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per-

ceived by their childre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Korean J Child Stud 1988;9;61-94. 

Lee SJ, Kim HL, Lee SJ. Factors influencing COVID-19 related 

anxiety among infant’s mothers. J Korea Soc Wellness 

2021;16;309-16. 

Marchetti D, Fontanesi L, Mazza C, Di Giandomenico S, Roma 

P, Verrocchio MC. Parenting-related exhaustion during 

the Italian COVID-19 lockdown. J Pediatr Psychol 2020; 

45;1114-23. 

Miragoli S, Balzarotti S, Camisasca E, Di Blasio P. Parents’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potential: individual and partner influences. Child 

Abuse Negl 2018;84;146-56. 

Park JS, Shin HJ, Park AS. Relationships among mother’s thinking 

styles, stress coping styles and child-rearing stress. Korean J 

Child Stud 2008;29:55-72. 

Park SR, No B, Park HJ, Lee S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children’s 

tempera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Korean J Child Care Educ Policy 2015;9;119-48.

Prime H, Wade M, Browne DT.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 Psychol 

2020;75:631-43.

Russell BS, Hutchison M, Tambling R, Tomkunas AJ, Horton 

AL. Initial challenges of caregiving during COVID-19: 

caregiver burden, mental health, and the parent-child re-

lationship. Child Psychiatry Hum Dev 2020;51:671-82.  

Spinelli M, Lionetti F, Setti A, Fasolo M. Parenting stres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socioeconomic and envi-

ronmental risk factors 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emotion 

regulation. Fam Process 2021;60:639-53.

Waller R, Chester M, Rodriguez Y, Wagner NJ.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in a pandemic scale (PIPS). PsyArXiv 

[Pre print]. 2020 Jul 14 [cited 2021 sep 21]. Available 

from: https://doi.org/10.31234/osf.io/f8tzm.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2019 

situation report [Internet].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cited 2021 Aug 21]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

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https://doi.org/10.31234/osf.io/f8tz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