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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연구는 국내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조사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개념을 탐구하고자 시행
되었다. 4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난 11년간 시행된 연구 14편이 선정되었다. 문헌은 연구 현황, 질평가,
주요 개념, 도구 및 주요 결과 등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개념은 개인(인지, 정서 및
행동)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건강지각(인지), 우울, 애착안정
성(정서), 양육 행동(행동),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부모, 아이 아버지와 타인의 지지(사회/환경적 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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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체적, 정서적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국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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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urrent research trends on parenting stress of
unmarried mothers in Korea and explore the related concepts.
Methods: For searching the literature, KMbase, Korea Med, RISS, NDSL was used. Fourteen studies
from 2009 to 2019 were selected, and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Study Quality Assessment Tool
(SQAT) was applied.
Results: Among the 14 studies, most frequently used study design was correlational study (64.3%), and
majority of the study (78.6%) was conduct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Only one study was found
in the nursing journal. Related concepts can be categorized as individual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and social/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se, self-esteem, parenting self-efficacy,
and health perception in cognitive concept domain, depression in emotional concept domain, parenting
behavior in behavioral domain, and lastly, social and interpersonal support were studied as related
factors with parenting stress. Overall parenting stress level was higher than moderate, and it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health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Various
study tools were used even the original foreign tool was the same, thereby comparisons among studies
were difficult.
Conclusions: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to explore unmarried mother’s physical health problems as
well as emotional problems, and to develop reliable measurement tools which can be used in Korean
situation. Also,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and child rearing competence
for unmarried mother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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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국내
가족 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1인가구, 한부

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인 동거가족 등과 같은 가족 유
형의 다양화는 전통적인 가족이 갖는 혈연적 특성에 기반
한 통념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Byoun SJ et
al., 2017). 또한 저출산의 지속, 해외 입양에 대한 비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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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 그리고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증가는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Lee Y,
2017).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
를 가진 어머니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미혼모는 넓은 의미로는 합법적이고 정당
한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혼, 별거, 이혼 또는 사별의
상태에서 임신, 출산, 임신중절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Choi YJ et al., 2004).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미혼모를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만을 의
미한다. 또한, 2015년부터 미혼모의 통계를 제공하는 통
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는 미혼모를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
인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로서,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으
로 한다.
우리 사회는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
만 인정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미혼여성의 출산과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결
과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혼모들은
그들의 경험이나 존재를 드러내기 보다는 임신중절이나
입양 등으로 가급적 임신과 출산의 사실을 표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육을 선택하
는 미혼모의 비율은 2001년 11.0%에서 2009년 66.4%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Kim H et al., 2010). 2018년 한
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연구에 따르면 2016년 미성년자
녀를 키우는 여성 한부모가족(291,956가구) 대비 미혼모
(23,936명)의 비율은 약 8.2%이고(Kim E et al., 2017),
2017년 7.91%, 2018년 7.86%로 적지 않은 여성 한부모
가족이 미혼모자 가정일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이러한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율 증가는 미
혼모 집단 내부의 다양성, 즉 미혼모의 연령 증가와 교육
수준, 유급노동 경험유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특
성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Y,
2017).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아진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양육미혼모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생계부양
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양육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우울을 느끼며 결과적으로 양
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Oh EJ et al., 2018) 이들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아동양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
심이 요구된다.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양육역할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로(McCarthy et al.,
2006), 부모로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며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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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통제,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뿐 아니라 학대 행위
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M
et al., 2014; Kim J, 2015). 이와 같이 미혼모는 아동
양육의 주체인 동시에 신체, 정서 및 사회적 건강이 취약
한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간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미혼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육 경험, 사회적
차별이나 정책적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연
구가 대부분이다.
특정 분야나 연구주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행된 연구
를 분석ㆍ평가하여 불필요한 반복 연구를 피하고, 선행연
구로부터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조사연구
를 분석하여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혼모와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간호학적 관점에서 연구의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
레스 관련 조사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
레스와 관련된 조사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미혼모
의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다. 셋
째,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관련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스
트레스를 조사한 서술적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현황과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문헌 선택 기준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
년 8월 12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절차는 검색원 선정,
검색어 선정, 검색 전략 수립, 문헌 검색, 문헌 선정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KMbase, Korea Med, RISS, NDSL
전자데이터베이스 검색식 이용과 KISTI 수기 검색을 이
용하여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검색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검색을 위한 검색어 선정은 근거기반의 임상 질문
양식인 Population (P), Intervention (I), Comparison (C),
Outcome (O), Study design (S) (PICOS)을 기반하였다.
첫째, 1) 연구대상(Participants)은 법적인 혼인상태가 아
닌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국내 거주 미혼모이며, 2) 중
재방법(Interventions)과 대조군(Comparisons)은 본 연
구의 목적이 특정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에 특정하지 않았고, 3) 민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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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Outcomes)변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검색하였
다. 4) 연구 설계(Study Design)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단
순 서술적 설계연구, 비교서술 연구, 상관성조사 연구이
다. 배제기준은 실험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문헌고찰
연구,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이다.
자료는 최근의 미혼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년
이내에 국내 출판된 문헌으로 제한하였으며 한국어와 영
어로 출판된 자료로 하였다. 논문 검색에 사용된 주요 키
워드로는 ‘미혼모’, ‘미혼 임부’, ‘미혼 양육모’, ‘청소년 한
부모’, ‘청소년 임신’, ‘10대 임신’, ‘unmarried/unwed/
single/teenage/adolescent/teen/juvenile/preteen’
과 ‘mother(s)/parent(s)/mom(s)/pregnancy(ies)’의 조
합, ‘pregnancy in adolescence’, ‘illegitimacy’ 등이
었으며, 이들 단어를 불리언 연산자 ‘AND’와 ‘OR’를 사
용하여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을 통하여 1,745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657개의 중복문헌을 제거하였다. 다음 제목과 초록 검토
로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문헌 1057편을
제외하였으며, 본문 검토 후 양육스트레스를 변수로 선정
하지 않은 문헌 13편과 연구대상에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 임부 또는 일반모가 혼합된 문헌 2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1편,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문헌 1편을 제외하고 최
종적으로 14개의 논문을 선택하였고, Figure 1에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3. 문헌의 질 평가도구
본 연구는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Study Quality Assessment Tools (SQAT) 중
관찰 코호트와 횡단적 연구 질 평가 도구를 이용하였고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2019),
조사연구에 적합한 8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Chang SJ et al., 2017). 해당항목은 연구목적의 명확한
제시, 연구대상의 명확한 정의, 최소 50% 이상의 참여율,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의 동일한 기준 적용, 표본 수 정
의 제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일관적 적용, 혼동변수의 통계적 조정 등이다. 질 평가
를 시행하기 전 연구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하여 질 평가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기준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바탕으
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문헌의 질 평가는 연구자
4인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질 평가 결과 연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엑셀에 입력한 후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결

과

1. 질 평가 결과
총 14편 문헌의 질 평가 결과, Oh EJ et al.(2018)의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process based on the modified PRISM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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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만 8점으로 모든 항목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질 평가 결과가 7점인 문헌은 6편, 6점인 문헌은
3편, 5점인 문헌은 4편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4편의
문헌이 모두 연구의 질문이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였
고, 연구에 포함된 참여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었다. 한편, 표본 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이 13편
으로 가장 많았고, 14편 중 3편을 제외한 11편의 연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측정에 있어 신뢰도가 보고된 도구
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능성 있는 혼동변수가 통계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문헌도 3편이었다(Table 1).

리커트 척도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검사-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으로
측정된 결과를 보고하였고(Lee SW, 2009; Nam MA,
2013; Kim SR, 2017; Oh EJ et al., 2018; Chang SA,
2019), 최저 2.20±0.64점, 최고 3.08±0.84점이었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ublication type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CI/SSCI journal
KCI journal
Others
2009~2010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2018
2019
Social welfare
Psychology
Nursing
National
Metropolitan
Regional
Not reported
N＜100
100≤N<200
200≤N＜300
300≤N
Simple descriptive
Comparative
descriptive
Descriptive
correlational
Predictive
correlational
Model testing
Secondary data
analysis

4
2
0
8
0
1
1
2
2
7
1
11
2
1
10
1
0
3
2
5
6
1
0
1

(28.6)
(14.3)
(0.0)
(57.1)
(0.0)
(7.1)
(7.1)
(14.3)
(14.3)
(50.0)
(7.1)
(78.6)
(14.3)
(7.1)
(71.4)
(7.1)
(0.0)
(21.4)
(14.3)
(35.7)
(42.9)
(7.1)
(0.0)
(7.1)

0

(0.0)

8

(57.1)

1
4

(7.1)
(28.6)

2. 연구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14편의 선정된
문헌 중 출판된 연구는 8편, 학위연구는 6편이었고 이 중
석사학위논문은 4편, 박사학위논문은 2편이었다. 8편의
비학위논문은 모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수행 시기는 2009년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더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의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이 11편, 심리학 2편, 간호학 1편이었다. 연구
가 이루어진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
가 1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100명 미만이 2편, 100명 이상∼200명 미만이 5편,
200명 이상∼300명 미만이 6편, 300명 이상이 1편이었다.
연구설계는 비교 서술 설계 1편, 상관성 조사 설계 9편,
이차자료 분석 연구 4편이었으며, 9편의 상관성 조사 설
계 연구를 세부 분류한 결과 8편이 예측 설계 연구, 1편이
모델 검증 연구로 분류되었다.

Publication year

Major field

Research area

Sample size

Research design

3.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요인은 Table 3과
같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5편의 연구에서 5점

Table 1. Results of the quality assessment of the studies (N=14)
Quality appraisal itemsa)
First author (Year)
Chang SA(2019)
Jung EM(2016)
Kim J(2014)
Kim SR(2017)
Lee HJ(2012)
Lee KS(2017)
Lee SW(2009)
Lee YJ(2017a)
Lee YJ(2017b)
Lee YJ(2017c)
Nam MA(2013)
Oh EJ(2018)
Park YA(2017)
Park YH(2016)

1

2

3

4

5

6

7

8

Total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N
Y
Y
Y
Y
Y
Y
Y
Y

Y
UN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N
N
N
N
N
N
N
N
N
N
N
Y
N
N

Y
Y
N
Y
Y
Y
Y
N
Y
Y
N
Y
Y
Y

Y
Y
N
Y
Y
Y
Y
Y
N
Y
N
Y
Y
Y

Y
N
Y
Y
Y
N
Y
Y
Y
N
Y
Y
Y
Y

7
5
5
7
7
5
7
6
6
6
5
8
7
7

a)
Quality appraisal items: 1. Research question, 2. Clearly defined study population, 3. Participation rate, 4. Groups recruited from the same population,
5. Sample size justification, 6. Independent variables measures and assessment, 7. Dependent variables measures and assessment, 8. Statistical analysis.
Y: Yes, N: No, UN: Unclear.

Major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Psychology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Chang SA
(2019)

Kim SR
(2017)

Lee YJ
(2017a)

Lee YJ
(2017c)

Lee KS
(2017)

Jung EM
(2017)

Park YH
(2016)

Kim JY
(2014)

Nam MA
(2013)

Parenting stress
Oh EJ
Nursing
(2018)

First author
(Year)

Economic state

Religion

Age of child

Economic state
of family of
origin

Age of child
Income

Employment
condition

Sociographic

Depression
Post natal
sicknessc)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General satisfaction of
living

Parenting stres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Depression

Depression
State anxiety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ress
Depression

Depression

Parenting self-efficacy

Self-esteem
Parenting self-efficacy

Self-efficacy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self-efficacy

Pregnancy stress
Parenting stress
Attachment stability
Depression

Parenting stress

Job-seeking efficacy
Self-esteem
Health status
Parenting self-efficacy

Emotional

Parenting stress
Depression

Cognitive

Individual factor

Health perception

Table 3. The analysis of researches and variables

Postnatal sicknessc)

Mother-child
interaction
Mother's atypical
behavior
Parenting attitude

Negative parenting
behavior

Behavioral

a)

PSI-SF
(M±SD)
Results

Support from parents, father
of the baby
Social support (facility service)
Social discrimination

Social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Support from family

discrimination
(−) Parenting self-efficacy, economic state.
∙ PS as a related factor of (−) Parenting
self-efficacy.
2.20±0.64 ∙ Correlation with PS:
(−) Support from father of the baby.
∙ PS as a related factor of (＋) Depression
(−) General satisfaction of living.

∙ Correlation with PS:
(＋) Depression, postnatal sickness, social

self-efficacy.

∙ PS as a related factor of (−) Parenting

self-efficacy.

∙ Correlation with PS:
(＋) Depression, age of child
(−) Support from family.
∙ Correlation with PS:
(＋) Depression
(−) Self-esteem, social support, parenting

2.69±0.26 ∙ Correlation with PSb):
(＋) Depression
(−) Social support, health perception
∙ Related factors of PS:
(＋) Depression
(−) Social support, health perception.
Social support
3.08±0.84 ∙ Correlation with PS:
(−) Job-seeking efficacy, health status,
self-esteem, social support.
Support from family, friends,
2.76±0.77 ∙ Correlation with PS:
important others, father of the
(＋) Age of child, income, depression, pregnancy
stress, social support (economic aid)
baby
(−) Social support (community residence),
Social support (service, facility,
attachment stability, parenting self-efficacy,
economic aid)
support from family, friend, important other, and
father of the baby.
∙ PS as a related factor of (−) Attachment to the
baby.
Social exclusion
∙ Correlation with PS:
Social support (negative,
(＋) Social exclusion, negative social support,
negative parenting behavior, depression
positive, service)
(−) Positive social support, parenting
self-efficacy.
∙ Related factors of PS:
(＋) Depression.
Social support (service)
∙ Correlation with PS:
(＋) Depression
(−) Self-efficacy, parent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service).
∙ No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between
unmarried mothers and married mothers.
Social support

Social/Environment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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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Lee HJ
(2012)

Adults
School dropout
Cohabiting with
parents
Employment
condition

Sociographic

Self-esteem

c)

b)

Stress

Stress

Stress
Character
strengthc)
Personality
psycopathologyc)

Parenting stress

Parenting role
satisfaction
Parenting willingness

Parental role
satisfaction
Parenting willingness
Quality of life
Character strengthc)
Personality
c)
psycopathology

Emotional

Individual factor

Cognitive

PSI-S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a scale of one to five).
PS: Parenting Stress.
Multi-factor variable.

a)

Social welfare

Psychology

Social welfare

Major

Lee YJ
(2017b)

Stress
Park YA
(2017)

Lee SW
(2009)

First author
(Year)

Table 3. Continued

c)

Health promotion
behavior
Readiness of
independent living

Character strength
Personality
psycopathologyc)

Behavioral

Social support seeking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service)

Stigma
Social support
Support from parents, father
of the baby

Social support

Social/Environmental factor

Results

parents, employed.

health promotion behavior, readiness of
independent living.

∙ Stress as a related factor of (−) Self-esteem,

continuance.

∙ Stress as a related factor of (−) School

∙ Higher PS in: Adults, school dropout, cohabiting with

∙ Stress as a related factor of (−) Quality of life.

parents.

∙ Correlation with stress:
(＋) Stigma, personality psychopathology
(−)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support from

2.89±0.73 ∙ Correlation with PS:
(−) Parenting role satisfaction, parenting
willingness, social support.
∙ PS as a related factor of (−) Parenting role
satisfaction.

PSI-SFa)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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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은 일
반적 특성, 인지, 정서, 행동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였고,
2개 이상의 속성을 포함하는 변인은 다특성 변인으로 구
분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인은 가족의 지지, 아이 아버지
의 지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배제나 차별 및 편견 등으로
구분하였다.
1) 개인적 요인
(1) 일반적 특성 관련 변인
일반적 특성 관련 변인은 종교, 학력, 연령, 원가정 경제
수준, 현재 소득수준, 자녀 월령, 취업 여부 등이었으며,
그 중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은 다음
과 같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종교가 없는 경우
(Park YH, 2016), 학업을 중단한 경우, 성년인 경우, 부
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Lee YJ, 2017b), 원가정의 경제
상황이 낮은 경우(Lee YJ, 2017c)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
았고, 직업의 경우에는 무직과 직장이 있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다(Lee YJ, 2017b; Oh
EJ et al., 2018). 자녀의 월령(Jung EM, 2017; Kim
SR, 2017)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러나 경제적 변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가 높기도 하고(Kim SR, 2017), 경제수준이 높은 군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여(Kim JY et
al., 2014),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인지 관련 변인
인지 관련 변인은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모역할만
족도, 양육의지, 건강지각, 전반적 생활만족, 구직효능감,
삶의 질이었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건강상태(Chang
SA, 2019), 양육/부모효능감(Kim JY et al., 2014;
Park YH, 2016; Kim SR, 2017; Lee YJ, 2017a; Lee
YJ, 2017c), 자기효능감(Lee YJ, 2017c), 자아존중감
(Park YH, 2016; Chang SA, 2019), 부모역할만족도
(Lee SW, 2009), 양육의지(Lee SW, 2009), 구직효능감
(Chang SA, 2019), 삶의 질(Park YA et al., 2017)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인 건강지각 또
한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양육스트
레스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Oh EJ et al., 2018).
(3) 정서 관련 변인
정서 관련 변인은 우울, 임신스트레스, 애착안정성, 상
태불안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우울(Kim JY et al.,
2014; Park YH, 2016; Jung EM, 2017; Kim SR,
2017; Lee YJ, 2017a; Lee YJ, 2017c; Oh EJ et al.,
2018), 임신스트레스(Kim SR, 2017)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혼모와 부모의 애착안정성과는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Kim SR, 2017). 또한 Oh EJ et al.(2018),
Lee YJ(2017a)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미혼모의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4) 행동 관련 변인
행동 관련 변인은 양육행동, 어머니의 비전형적 행동,
양육태도, 모아 상호작용, 건강증진행위, 자립준비였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Lee YJ, 2017a).
(5) 다특성 변인
2개 이상의 속성을 포함하는 다특성 변인은 신체적, 정
신적 영역을 포함하는 출산후유증(Kim JY et al., 2014),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 관여하는 성격요인인 성격강점,
성격병리 요인(Park YA et al., 2017)이었으며 출산후유
증과 성격병리요인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보
고되었다.
2)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부모의 지지, 아이 아버
지의 지지, 친구 또는 주요 타인의 지지, 사회적 지지, 사
회적 배제/차별 및 낙인인식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시
설 또는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혜 경험과 만족도, 주
거 서비스, 경제적 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였
다. 갈등적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배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Kim JY et
al., 2014; Lee YJ, 2017a; Park YA et al., 2017), 가
족 지지(Jung EM, 2017; Kim SR, 2017; Park YA et
al., 2017), 아이 아버지의 지지(Nam MA, 2013; Kim
SR, 2017), 친구 또는 주요 타인의 지지(Kim SR, 2017)
는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이 포함된 사회적
지지(Lee SW, 2009; Park YH, 2016; Kim SR, 2017;
Lee YJ, 2017a; Park YA et al., 2017; Oh EJ et al.,
2018; Chang SA, 2019)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사회적 지지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
어 보호시설 또는 지역사회 거주 시에 공동생활가정 거주
하는 경우 더 높게(Lee SW, 2009), 주거서비스 이용 경
험이 없거나, 시설거주 대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더
낮게 보고되었다(Kim SR, 2017). 또 다른 사회적 지지인
경제적 지원에 관한 경우도 생계비, 한부모가족수당, 후원
금 등의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보
고되었으나(Kim SR, 2017), 출산전 진료비나 출산비 지
원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보고되는(Lee YJ, 2017c)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
었다. Oh EJ et al.(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미
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4. 양육 관련 연구 도구
양육 관련 주요개념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인지, 정
서, 행동 요인으로 세분하여,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의 주체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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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nalysis of measurement scales related to parenting
Main concept
Parenting self-efficacy (n=5)

Parenting willingness (n=2)
Parent satisfaction (n=2)
Parenting stress and stress (n=15)

Parenting behavior (n=2)

Measurement scale
a)

Floyd FJ et al.(1998), Ahn JY(2000)
Gibaud-Wallston J et al.(1978), Shin SJ(1997)
Secondary data item
Lee SW(2009)
Duke HD et al.(1997), Suh HY et al.(2002)
Duke HD et al.(1997), Suh HY et al.(2002), Kim IJ(2005)
Abidin RR(1990), Kim KH et al.(1997)
Abidin RR(1990), Lee KS et al.(2008)
Abidin RR(1990), Suh HY(1992)
Abidin RR(1990), Unknown
Chang SJ(1992)
Moon T(2003) & Kim HR(2006)b)
Koh S(2002)
Secondary data item
Bronfman E et al.(1999), Lee JY et al.(2011)
Secondary data item

n

(%)

1

(20.0)
(20.0)
(60.0)
(100.0)
(50.0)
(50.0)
(20.0)
(13.3)
(13.3)
(6.7)
(6.7)
(6.7)
(6.7)
(26.7)
(50.0)
(50.0)

1
3
2
1
1
3
2
2
1
1
1
1
4
1
1

a)
A (year), B (year), C (year): A is a developer, B and C are the second and the third users. The second and the third users include translators, modifiers,
and the developers of Korean version scale.
b)
Mod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two scales.

임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임신스트레스와
일반적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스 정도를 묻는 일부 조사표 문항으로 스트레스 또는 양육
스트레스를 정의, 측정하였다.

1) 인지 특성
양육효능감은 Floyd FJ et al.(1998)가 개발한 양육역
량인식(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의 번
안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1편, Gibaud-Wallston J et
al.(1978)의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번안한 도구의 일부를 사용한 문헌이
1편, 이차자료를 분석한 논문이 3편이다. 양육의지의 경
우 Lee SW(2009)의 연구에서 개발한 양육의지 척도를
Lee SW(2009)가 직접 사용하였고, 후속 연구 1편에서도
사용되었다. 부모역할 만족도의 경우 2편의 연구에서 측
정하였으며 모두 Duke HD et al.(1997)의 부모역할 만
족도 척도(Parent Satisfaction Scale, PSS)로 측정하였
으나 삼차 사용자가 달랐다.

3) 행동 특성
행동 특성으로는 양육행동을 측정하였고, 총 2편의 연
구 중 1편은 Bronfman E et al.(1999)의 관찰도구인 모의
비전형적 행동 측정과 분류도구(The Atypical Maternal
Behavior Instrument for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AMBIANCE)를 번안하여 사용, 1편은 이차자료
문항을 이용하였다.

2) 정서 특성
미혼모 스트레스를 측정한 15편의 도구 중 8편이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 Abidin RR(1990)이 개발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를 사용하였다. PSI-SF는 Lee KS et
al.(2008)가 표준화한 K-PSI-SF와 K-PSI-SF 개발 전 다
양한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번안한 버전이 쓰이고 있었
다. 기타 미혼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ang SJ
(1992)의 심리ㆍ사회적 건강 측정 척도(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의 일부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수
준을 조사한 연구 1편, 미혼모 스트레스 척도(Moon T,
2003)와 한부모 여성가장 스트레스원 척도(Kim HR,
2006) 합성 도구를 사용한 연구 1편, 미혼모의 임신기간
스트레스(Koh S, 2002)를 사용한 연구 1편이 있었고, 4
편의 이차자료 분석 연구에서는 특정 도구가 아닌 스트레

고

찰

본 연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육스트레스 관
련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 14편의 질 평가 결과 13편
에서 표본 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본 수 정의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정당성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
는 연구결과를 얻거나 또는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
게 되며, 표본수가 너무 많다면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다(Lee HJ et al., 2013). 또한, 문헌의 21.4%에
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
도가 검증되지 않았고, 혼동변수의 통계적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측정도구
의 사용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협하게 되며, 시간과
노력,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Lee EH et al.,
2013). 각 문헌에서 확인된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인과적 관점에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모
두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인 혼동변수를 통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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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Morgan et al., 2015). 따라서 미혼모의 양육스
트레스와 관련된 추후 조사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
려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살
펴본 결과 비학위논문이 학위논문에 비해 많았으나 그 차
이가 크지 않았고(2편),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논문이
박사학위논문에 비해 2배 많았다. 국내학술지논문은 모두
KCI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게재되었으나 국제저명학
회지는 없었다. 최근(2017년) 1명의 저자가 동일한 이차
자료 분석을 통해 3편을 연속 게재한 것을 고려하여도 미
혼모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변화된 사회 인식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Byoun SJ et al., 2017; Lee Y, 2017). 그러나 미혼
모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와 자녀 양육의 어려
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져(78.6%) 이들의 건강과 양
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간호학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PSI-SF 평균은 2.20점(Nam
MA, 2013), 2.69점(Oh EJ et al., 2018), 2.76점(Kim
SR, 2017), 2.89점(Lee SW, 2009), 3.08점(Chang SA,
2019)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국내 유아기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2.19점(Yi JS et al., 2010), 저소득
층 영유아 아동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2.44∼2.59점
(Kim JW et al., 2014)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양육미혼모 가정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미혼모 가정
의 소득 수준을 보고한 바 있으며(Koh KS et al., 2015),
이에 더하여 주 보호요인인 배우자의 양육 참여와 배우자
의 지지, 배우자 지지 만족도 등(Choi EA, 2018)을 기대
할 수 없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일반양육모나 저소
득층 어머니보다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크
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먼저 개인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미혼모와 자녀
의 일반적 특성인 어머니 연령, 어머니 학력, 아이 양육여
부, 취업여부, 원가정 유형, 원가정 경제 수준, 현재 소득
수준, 자녀 월령, 종교, 취업 여부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
고, 이는 장애아 어머니, 조손가족 등 다양한 대상자를 포
함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Kwon MK, 2011). 미혼모는 사회경
제적 상태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 역시 취약한 경
우가 많으나, 이와 관련된 변인은 일부만 다루어지고 있었
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변인으로는 우울이 9편(64.3%)의
문헌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외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변인
은 건강 지각과 건강증진행위로 각각 1편의 문헌에서 사
용되었다. 그러나 이 중 건강증진행위는 건강 개념을 측정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 적응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건

강 관련 변인으로서의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양육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구직효
능감,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전반적 생활만족, 삶의 질,
애착안정성, 사회적 지지가 있었다.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우울, 사회적 차별과 배제 및 낙인, 부정적 양육행
동, 성격병리요인, 출산후유증, 자녀월령, 소득, 경제지원
으로 나타났다. 정적 영향 요인은 우울, 부적 영향요인은
건강지각과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아기 자녀
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조사한 선행
메타분석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Choi EA,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포함된 건강 관련 요인(건강
지각,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출산후유증)이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낙인,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선행 메
타분석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행 메타분석 연구에 포
함된 자녀특성 관련 변인이 본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차이를 보여 다양한 변인을 포괄하는 미혼모 대상의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혼모는 경제적 빈
곤, 부적절한 영양섭취, 임신 전 불량한 건강 상태, 정서적
불안정, 미흡한 산후관리 등으로 불량한 건강상태일 가능
성이 더 높다. 또한, 2015년의 양육미혼모 대상 조사연구
에 따르면 생활습관 관련 질병의 유병률이 높게 확인되었
으며, 구강건강과 건강증진/관리 행동이 미흡하고 우울과
불안의 정서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Koh
KS et al., 2015). 따라서, 이들의 신체, 정신, 사회적 건
강상태와 관련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하다.
양육 관련 변인의 측정 도구를 살펴본 결과 양육의지,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와 같은 변인은 같은 도구
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측정되고 있었으나 양육효능감이
나 양육 행동과 같이 특정 도구의 사용이 우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 간
결과 비교가 어려워 연구 결과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초 개발자는 동일
하지만 국문 번역자나, 이차 수정자가 다른 도구를 다양하
게 사용하거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도구에서 문항을 추
출하여 합성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번안 또는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생략되었다. 과학적 연구에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Walker,
2005). 도구의 번안은 단순한 질문지 번역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에서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간의 논의와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단계들이 필요하며(Lee I et al.,
2019), 수정ㆍ보완된 도구는 최소한 전문가로부터의 내용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Shin HS et al., 2010). 그러나
분석에 포함된 일부 연구는 연구 도구의 타탕도와 신뢰도
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
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연구 도구를 사용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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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임의로 수정ㆍ보완할 경
우 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수행된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조사 연구는 14편으
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 연구 분야는 주로 사회복지학으
로 편중되어 있었다. 분석 대상 연구의 질 평가 결과 표본
수 정의,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혼동변수 통
제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상태
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였다.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와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있으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지 않은 도구의 사용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
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연구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경
험 등의 질적 연구와 실험연구가 제외된 결과라는 제한점
이 있다. 따라서 설문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생활세계에서
의 미혼모 삶의 경험을 조사한 질적 연구, 정신건강 증진
을 목표로 한 중재 효과와 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고찰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와 그 자녀의 건강과
양육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연
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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