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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related to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in 
Mothers of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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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behaviors of mothers that expose their 
infants to endocrine disruptors. The PROCEED model was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study. Methods: This 
correlational study included 120 mothers with infants between the ages of 1 month to 36 month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the maternal community web-site of mothers of infants in W city.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mong experience of mothers who had participated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the 
health status of the infants perceived by the mother, and behaviors of mothers that exposed infants to endocrine 
disruptors. The factors based on PROCEED model explained 15.3% of the behaviors by mothers that exposed infants 
to endocrine disruptor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that include de-
tailed information on relationship of endocrine disruptors to children’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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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발전은 공업, 산업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우리의 삶을 

개선시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해 화학식품, 매

연, 공기오염 등으로 환경 유해물질의 양이 증가되고 있다[1]. 

환경호르몬은 우리 주위의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된 유해물질

의 하나로 생체내로 유입되어 인간 및 동물의 생체 내에 작용하

여 호르몬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이는 생체호르몬과 유사

한 작용을 하거나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기도 하며, 호르몬 

대사 또는 배설을 방해하는 등의 영향을 일으킨다[2]. 최근 환

경이 질병을 일으키는 직 ․ 간접적인 요소로 대두되면서 인체기

능의 제한, 암 발생,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의 악화 및 생식력에

도 잠재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호르몬은 정자 수 감소, 임신능

력저하, 자궁내막증, 유방암 발생, 어린이들의 성조숙증을 유

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특히 영 ․ 유아는 성인에 비

해 체표면적이 체중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노출되

는 양이 많고, 화학물질의 대사와 배설작용이 미성숙하여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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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sposing factor

Characteristics ․ Knowledge on endocrine disruptors
․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diseases

Outcome

․ Mother's age
․ Economic level
․ Education 
․ Economic activity ․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Reinforcing factor

․ Health status of the infants perceived 
by the mother

․ Maternal attachment․ Age of children
․ Children had been 
diagnosed with 
endocrine diseases

Enabling factor

․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Figure 1. Research framework for this study.

양의 환경호르몬 노출에도 심각한 손상을 받아 발달과정상 문

제가 발생될 수 있다[2].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 A, 살충제 등으로 농약, 고무, 페인트, 

장난감, 인형, 바닥 타일, 화장품, 자동차 부품, 유아용 젖병, 플

라스틱 그릇, 식료품 캔, 병마개, 식품포장재 등 우리 생활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 출생 후 1년 이내 영아는 구강기로 수

유 이외의 목적으로도 빨기를 하며, 장난감, 손가락, 달래기 젖

꼭지 같은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호르몬이 구강과 피부 접촉에 의해 노출되는

데 1세부터 3세까지의 유아들은 음식을 먹던 손으로 물건을 만

지고 다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고, 바닥을 기어 다니기 때문

에 훨씬 더 위험하다[7].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태반이나 모유

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어 태아기에 생식기관 기형을 유발하

고, 나아가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된다[8]. 어머니들은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로서 책임이 크므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구체

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국내 환경호르몬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

부분 유기농 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및 구매행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9],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이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행위를 감소시키고[10,11], 친환경활동 

참여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의식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12] 일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환경호르몬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유

해물질임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환경호르몬 관련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3] 진행되어 영 ․ 유아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행위를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형[14]을 적용하여 영 ․ 유
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의 관련요인을 확인하

여, 확인된 관련요인을 근거로 영 ․ 유아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행위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행위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환경호르몬

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행위를 유도하여 건강증진행위

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관련요

인(Figure 1)은 첫째, 행위의 근간이 되는 이유나 동기로 설명

되는 전제요인에 지식[11,13,15]과 증상이 없는 질병예방행위

를 예측하는 요인인 지각된 민감성[16]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강화요인은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보상이나 벌칙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

[17]와 어머니와 영 ․ 유아의 애착이 자녀를 위한 건강증진 행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8] 모아애착을 포함시

켰다. 마지막으로 가능요인은 개인이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나 자원이므로 어머니들의 친환경 활동 참여 경험으로 

인한 의식변화가 친환경행위를 유도하는 자원으로 고려하여 

친환경활동 참여를 포함시켰다[12]. 

영 ․ 유아 어머니들은 자녀를 돌보는 주 양육자이다. 그러므

로 양육과정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위험행위의 정도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

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형[14]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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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PRECEDE 모형을 기초로 영 ․ 유아 어머니의 환

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의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영 ․ 유아 어머

니들을 위한 환경호르몬 노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및 전제요인, 

강화요인, 가능요인(이하 관련요인) 의 정도를 확인한다.

 영 ․ 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행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와 관련요인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에 미치는 관

련요인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 ․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W시 웹 사이트 중 

‘영 ․ 유아 어머니들의 자발적 모임’의 사이트를 통하여 연구참

여를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허락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개월~36개월 이하의 유전적 질환

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경우였다. 설문지 회수

는 영 ․ 유아 어머니들이 설문조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시간

에 자발적 모임으로 예약된 레스토랑 또는 카페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모임이 끝난 다음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출 방법은 편의 추출을 이용하였

으며, 표본 수 산출은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환경호르몬 노출위험 행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목적을 위

해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유의수준(⍺)=.05, 중간정도의 효

과크기(f2)=.15, 검정력(1-β)=.80, 본 연구에서 PRECEDE 모

형의 관련요인으로 설정한 전제요인 2개, 강화요인 2개 및 가

능요인 1개로 예측변수 5개로 설정하였다.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가 119명으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그러나 중도 포기하거나 설문

지 응답이 부실한 11명 및 자녀의 연령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

적합한 대상자 2명을 제외한 120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하

였으며, 연구의 대상자 수로 적절하였다. 

3. 연구도구

1)전제요인 

(1)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은 Kim 과 Kim [15]이 개발한 도구

를 이용하였다. 연구 동의를 얻기 위해 연구목적을 설명할 때 환

경호르몬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임을 설명하고 

조사하였으므로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다’ 의 

1문항을 제외시킨 24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도록 한 후 오답과 잘 모르겠다

는 0점을, 정답은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호르몬에 대

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s ⍺는 .74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였다. 

(2) 환경성 질환에 대한 민감성

환경성 질환 위험인식은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

환이 자신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Hur 등

[19]이 개발한 유방암 위험인식 도구를 환경성 질환으로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도구는 소아과 전문의 1인과 소아과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간호사 2인

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로 측정

한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가 환경성 질환

에 걸릴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는 .78이었다. 

2) 강화요인

(1)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건강상태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영 ․ 유아 자녀의 건강상태로 

‘귀하가 생각하는 자녀의 건강상태와 일치하는 점수에 체크해

주세요’의 1문항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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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모아애착

모아애착은 영 ․ 유아 어머니 대상으로 모성애착조사표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를 수정하여 사용한 Ham 

[1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한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다. 

3) 가능요인

(1) 친환경 활동 참여여부

친환경 활동경험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

험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보호 활동에 참

여한 경험이 ‘없다’, ‘있다’로 측정하였다. 

4)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변 물건을 구매

하여 사용하거나 섭취한 행위로써 You [20]가 개발한 총 20문

항의 도구 중 전문가 타당도를 통해 목욕제, 물티슈사용과 같

이 영 ․ 유아와 접한 관련 있는 문항으로 보완하여 21문항으

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를 1점, ‘항상 사용 한다.’를 4점으로 측정한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호르몬에 대한 노출될 수 있는 위험행위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W시 웹사이트 중 영 ․ 유아 어머니 모임을 운영하는 관리자

에게 연구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연구목적, 

내용, 설문조사가 진행될 날짜와 시간, 장소, 연구자의 연락처를 

공지하였다. 참여를 원하는 어머니들은 연구자의 연락처에 참

여의사, 본인의 연락처와 설문조사가 가능한 날짜를 남기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제시한 설문조사 날짜별로 조사 

전 날 설문조사가 이루어짐을 다시 알려 탈락율을 최소화시켰

다. 설문조사는 결정된 날짜에 장소에 직접 가서 어머니들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완성한 후 즉시 회수하였고, 

회수 후에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

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의 제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영유아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

위와 관련요인의 차이는 t-test로, 환경 호르몬 노출행위

와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단, 친환경 활동여부는 이분변

수이므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범주 1로 주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21].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다중 회귀분석의 enter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를 Y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

회에 제출하여 승인(YWNR-15-2-056)을 받은 후 영 ․ 유아 어

머니 모임의 관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및 윤리위원회 통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영 

․ 유아 어머니에게도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서

면동의를 받았으며, 대상자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름을 명시하

였다. 설문조사 도중에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중도에 응답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영 ․ 유아 어머니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연구보조원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하여 어머니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

화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화시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보

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과 분석 후

에는 자료를 폐기함을 설명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 ․ 유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6세이었고, 경제적 수준

은 대상자의 88명(77.3%)이 중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

준은 대졸 이상이 90명(75.0%)이었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96명(80%)이었다. 또한 대상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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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20)

Variables
Number of 

items
Categories

n (%) or 
M±SD

Tool range
Measuring 

range

Predisposing 
factor

Knowledge on endocrine disruptors 24  16.51±4.29  0~24  5~24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diseases  5  13.97±2.33  5~20  7~20

Reinforcing 
factor

Health status of the infants perceived by 
the mother

1   8.17±1.47  0~10  3~10

Maternal attachment 26 121.41±8.31  26~130  96~130

Enabling 
factor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1 Yes
No

 24 (20.0)
 96 (80.0)

Outcome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21  45.01±7.79 21~84 24~6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other's age (yr) 32.61±3.81

Economic level Low (n=32)
≥Middle (n=88)

32 (26.7)
88 (77.3)

Education ≤High school (n=30)
≥University (n=90)

30 (25.0)
90 (75.0)

Economic activity Yes (n=24)
No (n=96)

24 (20.0)
96 (80.0)

Age of children (month) 14.09±9.49

Children had been 
diagnosed with 
endocrine diseases

Yes (n=43)
No (n=76)

43 (36.7)
76 (63.3)

14.1개월이었으며, 자녀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의 조 사항목인 3가지 질환 중 1가지 질환이라도 진단 받

은 적이 있는 경우가 44명(36.7%)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관련요인 및 환경

호르몬 노출위험행위의 정도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관련요인 중 전제요인인 환경호

르몬에 대한 지식 평균은 24점 만점에 16.5점이었으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민감성의 평균은 20점 만점에 13.9점이었다. 강화

요인인 모아애착의 평균은 130점 만점에 121.4점이었으며, 어

머니가 인지하는 자녀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8.1점이었

다. 가능요인인 친환경 활동 참여여부는 친환경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24명(20%)이었으며, 96명(80%)

의 어머니는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호르몬 노출위험행위는 점수의 평균은 84점 만점에 45.0점이

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요인 및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차이

영 ․ 유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경호르몬 노출위

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3). 

4. 대상자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와 관련요인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의 건강상

태(r=-.26, p=.030)와 친환경 활동 참여경험(r=-.32, p=.002)

이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Table 4).

5. 대상자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의 관련요인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PRECEDE 모형을 근거로 설정한 변수인 환

경호르몬에 대한 지식, 환경성 질환에 대한 민감성, 모아애

착,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 건강상태, 친환경 활동 참여여부

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입력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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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Infant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M±SD t (p)

Economic level Low (n=32)
≥Middle (n=88)

45.40±6.59
44.87±8.21

.32 (.743)

Education ≤High school (n=30)
≥University (n=90)

45.60±8.58
44.82±7.45

.47 (.638)

Economic activity Yes (n=24)
No (n=96)

45.70±8.04
44.67±7.65

.67 (.499)

Endocrine diseases† Yes (n=43)
No (n=76)

45.15±8.51
44.93±7.39

.15 (.880)

†Endocrine diseases=children had been diagnosed with allergic rhinitis or asthma or atopic dermatitis.

Table 4. Relationships among Related Factors and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N=120)

Variables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r (p)

Knowledge on endocrine 
disruptors

.04 (.649)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diseases

.02 (.845)

Health status of the infants 
perceived by the mother

-.26 (.030)

Maternal attachment -.11 (.242)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32 (.002)

†Dummy variable (yes=1).

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91~0.93으로 1.0 이하

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도 1.02~1.07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은 1.948로 기준값 2에 매우 근

접하여 잔차들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회귀모

형이 가능하였다.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의 관련요인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 건강상태와 친환경 활

동 참여여부의 2개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호르

몬 노출위험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환경 활동 

참여여부(β=-.29)였으며, 다음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 건

강상태(β=-.18)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친환경 활동경험이 

있고,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의 건강상태 점수가 높은 경우 환

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고(F=4.05, p=.010), 본 연구에서 PRECEDE 

모형을 기반으로 선정한 변수들은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르

몬 노출위험행위의 15.3%를 설명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환경호르몬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위험행위를 최소

화 하고자 PRECEDE 모형을 적용하여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

호르몬 노출위험행위의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PRECEDE 모형에 근거하여 설정한 환경호르몬 노출위험

행위의 관련요인 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제요인인 환경호르몬

에 대한 지식 점수는 24점 만점에 평균 16.51점으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68.79점이었다. 이 결과는 Kim [11]이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지식 점수를 조사한 70.06점

보다 다소 낮은 점수이다. 또 다른 전제요인인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민감성 점

수는 20점 만점에 13.97점으로 선행연구에서의 민감성 점수

[19,2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강화요인인 어머니가 인지하

는 자녀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8.17점으로 비교적 본인의 자

녀들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화요인 중 하나

인 모아애착은 130점 만점에 121.4점으로 Ham [18]의 연구에

서 모아애착 점수 116.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아애

착 점수가 높은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은 어머니들의 자발적 육

아모임을 통해 모집되어 이미 자녀의 건강이나 돌봄에 대한 관

심과 애정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능요인

인 친환경활동 참여여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NGO활동, 모임 등

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대상

자가 8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친

환경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RECEDE 모형을 적용하여 영 ․ 유아 어머니의 환경호

르몬 노출위험행위의 관련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수는 가능요인인 친환경활동 참여여부와 강화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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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Endocrine Disruptors Exposing Behaviors (N=120)

Variables B SE β t p

Knowledge on endocrine disruptors 0.14 0.16 .07 0.87 .384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diseases -0.13 0.30 -.04 -0.44 .655

Maternal attachment -0.07 0.08 -.07 -0.85 .396

Health status of the infants perceived by the mother -0.99 0.47 -.18 -2.07 .040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reference=yes) -5.61 1.71 -.29 -3.27 .001

Adj. R2=.15, F=4.05, p=.010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녀 건강상태였으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은 15.3%였다. 이 중 환경호르몬 노출위

험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친환경 활동 참여여부였

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환경 프로그램의 참여가 

환경 친화적 행동을 가져오며[12], 일반인들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했을 때 친환경적 소비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23]

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

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영 ․ 유아 어머니의 육아행위에서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를 줄여 나아가 건강한 자녀로 키우

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

녀건강상태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건강상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지각된 평가는 건강

행위 의도와 관련되며[24],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지각하는 사

람일수록 건강증진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25]는 결과와 일

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영 ․ 유아 어머니들의 자녀 양

육과정에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자녀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건강

체크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친환경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를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PREDECE 모형에 기반한 관련요인 중 유

의하지 않은 변수인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의 경우 환경호르

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지식측정 내용이 자

녀의 양육행위 과정 중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행위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환경성 질환 진단여부도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또는 암 가족력이 있는 집

단이 질병에 대한 민감성 지각이 높아 건강행위를 유도한다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22].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

사한 환경성 관련 질환인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

염의 발병이 환경호르몬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라

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모아애착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으

로 도출되지 않아 모아애착이 영 ․ 유아 어머니의 돌봄을 위한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18]. 

본 연구에서는 PRECEDE 모형에 근거한 관련요인에 의한 

환경호르몬 노출위험행위를 설명력은 15.3%로 낮은 편이었

다. 이처럼 낮은 설명력은 관련요인에 포함시킨 변수의 제한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유사한 어머니 집단에서만 편의표출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호르몬과 육아행위와 관

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한 관련요인을 포

괄적으로 포함시키는 후속연구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영 ․ 유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PRECEDE 

모형이 위험행위[26]와 예방행위[27]에 적용되었지만 대부분은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는데 많이 적용된 모형이므로 추후 환경

호르몬 노출위험행위에 본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영 ․ 유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환경

호르몬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행위의 관련요인을 확인한 결

과 자녀의 건강상태 인식과 친환경 활동경험이 영향을 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유아 어머니에게 자녀의 건강을 정확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활동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자녀 양육과정에서 환

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위험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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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An endocrine disruptor is an exogenous substance or mixture that alters functions of the endocrine 
system and consequently causes adverse health effects such as precocious puberty implantation.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confirmed that mother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vities, mothers' 
perception of their infants' health statu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thers' behaviors related to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Knowledge about exposure to endocrine disruptors in mothers child-raising behaviors should be 
assessed using programs that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endocrine disruptors in order for 
children to be healt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