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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건강 문제와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조영일1ㆍ김효진2ㆍ김동희3
1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2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3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oblems of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s
1

2

Young Il Cho , Hyo Jin Kim , Dong Hee Kim

3

1

2

Division of Police Administration, 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3College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Key messages
본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건강 문제와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아동의 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을 통
해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특성,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부모의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를 조사하였고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의 구조적 관계와 양육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녀 건강 문제
로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간의 양육 스트
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부모의 건강 상태를 높일 수 있는 중재로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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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health of children diagnosed with food allergies and their
famil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oblems of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s.
Method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80 parents of children diagnosed with
allergies to determine the child’s food allergy characteristics, concerns about the child’s health, parents’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through which the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ncerns about children, parenting stress, and perceived parental health
status, and the indirect effects of parenting stress were verified.
Results: Parenting stres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health
problem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
Conclusions: Reducing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can increase
parents’ health status. Since parental health is an important factor in child management, it is suggested
that parenting stress interventions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hildren with food
allergies.

Copyright © 2021 by stress.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Food hypersensitivity, Child health, Parenting, Stress, Psychological

Received May 13, 2021
Revised June 4, 2021
Accepted June 6, 2021
Corresponding author
Dong Hee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76 Ga-gil 55 Dobong-ro,
Kangbuk-gu, Seoul 01133, Korea
Tel: +82-2-920-7727
Fax: +82-2-920-2091
E-mail: dhkim@sungshin.ac.kr

서 론
식품 알레르기는 아동, 청소년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

환으로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20여 년간 전반적으로 유병률이 증
가하고 있다[1]. 식품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부종, 아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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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시스 등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며 아동의 초기 영양 상태
와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2]. 따라서 식품 알레르
기를 진단받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점차 중
요해지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건강관리에 상당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상호순환
적이므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상태는 아동의 신체적, 정
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 악
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4]. 따라서 부모의 건강 상태
는 부모 자신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자녀에게도 영
향을 주게 되므로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부분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식품 알레르기 아동
의 부모는 우울, 불안 수준이 높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건강한 아동의 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6]. 부모
와 자녀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실제 환아 본인보다 부모의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7], 이들 부모의 건강
상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건강 문제를 들 수 있다. 다른 만성 질환
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아동 질환의 중증도, 인지된 건강
상태에 따라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어 왔다[8].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아동의 아나필락시스 경험, 알레르기 조절 정도에
따라 부모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9,10]. 이렇듯 스트레스 결과로서의 부모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아동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자녀의 건강 문제를 객관적 지표인 아동의 질병
특성과 주관적 지표인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포함하여
조작화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특
히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
험한다. 부모는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호전과 악화
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응급약의 준비 및 사용 방법 숙지,
대체 식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신체적, 시간적 양
육 부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음식에 대한 의심
과 불안, 식품과 관련된 사회 활동에서의 고립감,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심리
적 양육 부담도 경험하게 된다[3,9]. 이렇게 정상 아동의
부모에 비해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들은 이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게 된다[10,11]. 또한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부모가 감
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아동의 상태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높아질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 문제, 부모의 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 요인으로 가정한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증상 관리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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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
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건강 상태와 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인지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건강 문
제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 받은 자녀의 부모가 지
각하는 자녀의 건강 문제,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의 건강 문제와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개 대학 부속 병원에서 피부 반
응 검사 및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통해 식품 알레르
기를 진단받고 외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아동의 부모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로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설문지 내
용과 연구의 목적,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의 산정을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
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는 Cohen [13]의 기준에 따라서
2
f 을 기준으로 중간 크기(0.15)와 큰 크기(0.35)의 중간인
0.25로 설정하였다.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관련 예
측요인 3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 73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Kline [14]의 권고에 기초하여 경로
모형의 연구자가 추정하는 추정값의 수인 7개의 10배인
70명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상자
모집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탈락 없이 최종 80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아동의 질병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의 질병 특성은 선행 연구
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종교 유무, 학력, 자녀수,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 치료
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포함하였다. 아동의 질병 특성은
아나필락시스 경험 유무, 알레르기 가족력, 동반 알레르기
질환 개수,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식품 알레르기 증상
의 수, 증상 양상을 포함하였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증
상 양상은 Food Allergy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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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본 연구에서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는 Food Allergy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Parent Form
(FAQLQ-PF) 에서 부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
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건강에 대해 “매우 나
쁨’ 1점에서 ”최상의 상태” 7점까지로 측정하는 Likert 척
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or Parent Form (FAQLQ-PF)에서 제시된 항목을 기준
으로 구성하였다. 질병 특성은 자료 분석시 아동의 건강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하였다.
2)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은 식품 알레르기
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DunnGalvin 등[15]
이 개발한 Food Allergy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Parent Form (FAQLQ-PF)을 원저자에게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
한 자녀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1문항,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 범위는 2∼10점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
였다.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료 분석시 아동의 건강
문제에 대한 주관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4)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Abidin [16]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어로 표
준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
레스 검사(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활용하였다[17]. K-PSI-SF는
부모 보고 형식으로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경
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의 3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여 각 하위 척도 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80)
Characteristics
Gender
Age (year)
Religion

Categories

n (%)

M±SD (range)

Female
Male

72 (90)
8 (10)

Yes
No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1
2
3
Yes
Female
Male

40
40
7
53
20
42
33
5
14
27
53

(50)
(50)
(8.8)
(66.2)
(25)
(52.5)
(41.2)
(6.3)
(17.5)
(33.8)
(66.2)

Yes
No
Yes
No
None
1
2
3

42
38
21
59
19
31
22
8

(52.5)
(47.5)
(26.3)
(73.7)
(23.7)
(38.8)
(27.5)
(10)

37.09±4.09 (29~51)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Perceived economic burden
Child’s gender
Child’s age (year)
Previous anaphylaxis
Family history of allergic disease
Number of concomitant allergic disease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
Number of allergic reaction symptoms
Duration of illness (year)
Allergic reaction symptoms

4.02±2.28 (0.8∼9)

2.85±2.01 (1∼10)
6.70±5.08 (1∼24)
2.44±1.99 (0∼7.5)
Skin, oral cavity
Upper respiratory, gastrointestinal
Lower respiratory
Cardiovascular

33
18
21
8

(41.3)
(22.5)
(26.2)
(10)

Table 2. Perceived concern of child’s health,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 parenting stress (N=80)
Variables

M±SD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
Perceived concern of child’s health
Parenting stress

4.36±1.08
5.83±2.40
79.05±20.24

Min

Max

Range

Skewness

Kurtosis

2
2
46

7
10
134

1∼7
2∼10
36∼180

0.52
0.12
0.61

0.38
-1.0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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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K-PSI-SF
의 점수 범위는 최저 36점에서 최고 18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한국어판 표준화 당시 Cronbach’s α는 .91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S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4-2019-0629)
을 받은 후, 2019년 9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어린이병원 원내 게시판에 대상자 모집을 위
한 공고문을 게재하고 자녀의 외래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부모님께 연구원이 연구에 대해 설명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구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명문과 동의서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 동의 철
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 작성을 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
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5. 자료 분석
PASW software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고 주요 변수의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양육
스트레스 및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의 구조적 관계와 양육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경로분석은 M-plus (version
8.0, Muthen & Muthen, Los Angeles, CA, USA)를 활
용하여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에 기초
한 경험 분포(empirical distribution)를 활용한 95% 신
뢰구간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2개의 예측
변수, 1개의 매개변수, 1개의 결과변수를 가진 포화모형
(saturated model)이기 때문에, 모형의 합치도 지수에
기초한 모형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아동의 질병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아동의 질병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80명 중에서 어머니가 72명
(90%), 아버지가 8명(1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09±
4.09세였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0명(50%)
이었고, 교육 수준은 대학졸업이 53명(66.2%)으로 가장 많
았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가 42명(52.5%)이었고, 14명
(17.5%)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비 부담감을 느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은 남아가 53명(66.2%)이었고, 평
균 연령은 4.02±2.28세였다. 42명(52.5%)이 이전에 아
나필락시스를 경험했으며, 61명(76.3%)이 식품 알레르기
를 외에도 1개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알레르기성 비염, 천
식,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개수는 평균 2.85±2.01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의
수는 6.70±5.08개였다. 식품 알레르기의 평균 유병기간
은 2.44±1.99년이었으며 알레르기 증상 양상은 구강 및
피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33명(41.3%)이었다.

2.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양육
스트레스 정도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부모 건강 상태,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양육 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인지된 건강 상태는 평균 4.36±1.08,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은 평균 5.83±2.40,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79.05±
20.24로 나타났다. Kline [14]은 왜도의 기준을 절대값 3
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
에 포함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기준값을 초과하지 않
아 정규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인지된 부모의 건강상태,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식품
알레르기 특성, 양육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특성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식품 알레르기 증상의 수, 식품 알레르기 유병 기간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Perceived concern of child’s
health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
Number of allergic reaction
symptoms
Duration of illness
Parenting stress

Perceived
health status

Perceived
concern of
child’s health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

Number of
allergic reaction
symptoms

Duration of
illness

Parenting
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1
−.409 (＜.001)

1

−.316 (.005)

.276 (.014)

1

−.215 (.057)

.321 (.004)

.357 (.001)

1

−.002 (.989)
−.519 (＜.001)

.131 (.246)
.402 (＜.001)

−.053 (.642)
.393 (＜.001)

.221 (.051)
.191 (.092)

1
−.078 (.4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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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였다. 대상자의 인지된 건강 상태는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r=−.409, p＜.001),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r=−.316, p=.005), 양육 스트레스(r=−.519,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알레
르기 유발 식품 개수(r=.276, p=.014),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의 수(r=.321, p=.004), 양육 스트레스(r=.40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알레르기 유
발 식품 개수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의 수(r=.357,
p=.001)와 양육 스트레스(r=.393, p＜.001)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 예측
변수와 매개변수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절댓
값 .40 이하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로 인한 문
제를 유발하지 않을 수준이다[18].

4. 자녀 건강 문제와 인지된 부모 건강 상태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자녀 건강 문제는 객관적 지표인 아동의 질병 특성과 주
관적 평가인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포함하였다. 객관적
지표인 아동의 질병 특성 중 알레르기 유발 식품만이 인지
된 부모 건강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양육
스트레스 및 지각된 부모의 건강 상태의 구조적 관계와 양
육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
(path analysis)에서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값은 Fig.1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β=0.31,
p＜.05)와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β=0.31, p＜.001)에 의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추가
적으로,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는 알레르기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β=−0.22, p＜.01), 양육 스트레스(β=−0.39, p＜
.001)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받았
다. 추가적으로, 본 2개의 예측변수(즉, 알레르기 유발 식
품 개수와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와 1개의 매개변수(양육
스트레스)를 가지는 연구모형은 인지된 부모의 건강상태
의 분산 중 32%를 설명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와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간
의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0.06, 95% CI=[−0.13, −0.02]). 즉,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는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서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 건강 걱정과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간의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b=−0.05, 95% CI=[−0.11, −0.02])
(Table 4). 구체적으로,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은 양육 스
트레스를 통해서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에 부적인 영향
을 미쳤다.

고

찰

본 연구는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지
된 부모의 건강 상태,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양육 스트레
스 정도를 살펴보고 아동의 건강 문제가 인지된 부모의 건
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두 변
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 알레르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약 79.1
점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의 75.1점,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을
한 연구[20]의 74.6점보다 높았다. 이는 식품 알레르기 아
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다
른 알레르기 질환이나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 아동보다 높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품 알레르기 자녀를 가진 부모
는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 증상 예방과 증상의 처치 관리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21]. 게다
가 증상 발현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부모의 스트
레스를 더욱 높게 만든다[10,22].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을 수 있다
는 점은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중재로 다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추후 다른 건강 문제가 있

Fig. 1.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able 4. Indirect, direct, and total unstandardized effects of the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s and child’s health concerns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s
Outcome variable

Mediation variable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

Parenting stress

Perceived health
status of parent

Parenting stress

Predictor
variable
Number of
allergy-inducing
food
Perceived concern
of child’s health

Indirect effect

Direct effect

Total effect

95% CI

95% CI

95% CI

−0.06
[−0.13, −0.02]

−0.06
[−0.17, 0.05]

−0.12
[−0.29, 0.00]

−0.05
[−0.11, −0.02]

−0.10
[−0.19, −0.01]

−0.16
[−0.25, −0.06]

Numbers in square brackets are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based on bootstrapping.

R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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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
를 설계하여 검증하고, 또한 구체적인 양육 스트레스 내용
과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 식품 알레르기 아
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객관적 건강 문제로 포함했던 아동의 질병
기간, 알레르기 증상의 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수 중 알레
르기 유발 식품 수가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수가 많아질수록 제한된 음식이 많아지고 자녀
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커져 부모는 음식 준비, 사회
활동 조절 등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
[23]. 그러므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여러 가지인 경우
관련 식품의 소개, 식품 교차 반응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
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질병 기간
이나 알레르기 증상 수에 대한 내용도 질병기간을 세분화
한 분석, 알레르기 반응 정도나 내용에 따른 분석이 뒤따
라 구체적 관련 요인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아동의 건강 문제로 포함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수와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모두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건강 문제가 양육 스
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12,24]. 또
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의 건강 문제에 포함된
객관적 지표인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개수와 주관적 지
표인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의 회귀계수가 같게 나타나 두 변수가 양육 스트레스에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의 건강에 대해
객관적 상태만큼 부모의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 건강에 대한 취약성,
부정적 태도들이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의 부모에게 나타
나게 된다[25]. 이는 추후 자녀 양육시 과잉보호 등과 같
이 부정적 양육 태도로 나타나게 되서 자녀의 건강, 성장
발달이나 부모의 삶의 질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26]. 게다가 식품 알레르기 아동과 같이 만성적 건강 문
제나 생명을 위협받는 아동의 증상을 관리하고 조절하면
서 자녀의 건강에 대해 객관적 상태보다 더 과도한 걱정이
나 부정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품 알레르기 아
동의 부모가 자녀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이
해하고 대처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중
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변수가 인지된 부모의 건
강 상태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녀 건강에 대
한 걱정과 인지된 부모의 건강 상태 간의 관계에서 본 연
구에서 매개변수로 제시한 양육 스트레스 외에 추가적 매
개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양육 스트레스
외에 식품 알레르기 아동 부모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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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모
델 구축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건강 문제와 인지
된 부모의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변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신체적, 심리사회 건
강의 매개 변인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
이 한다[27,28]. 이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는 만성질환 아
동과 부모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
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25].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포괄적
인 중재의 관점에서 가족 중심 중재 개발과 적용은 필수적
이며 그 중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부모의 양
육 스트레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양육하
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뿐 아니라 식품 알
레르기 아동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육 스트
레스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식품 알레르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 중재 프로그램은 부모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 나아가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건강 상
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
구에 변수로 포함한 양육 스트레스 외에 스트레스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의 대처 방법, 가족의 지지 등을 포함
한 모델의 검증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의 건강 상태와 자
녀 건강에 대한 걱정을 Food Allergy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Parent Form의 일부 항목을 활용하
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
으며 구체적 건강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아동과 부모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
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단독 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
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병원에서 실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
라서 추후 여러 지역 및 기관에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
결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
지 국내 연구에서는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식품 알
레르기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변수들과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품 알레르
기 아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동의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관리자인 부모의 역할은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증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는 일은 추후 식품 알레르기
아동 중재에서 가족 중심 중재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고 또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Health Status of Parents 121

그에 따른 폭 넓은 중재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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