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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회고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양성평등의식이 조절효
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285명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가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
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
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양성평등의식이 유
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이
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경험한 남성들도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이
높다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들이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경험적 한계를 넘어서서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아버지의 양육참여,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 일-가정 양립 수준,
양성평등의식, 가족친화제도

*
**
***
****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제1저자(주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 수료
제2저자(공동저자)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 수료
제3저자(공동저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객원교수
제4저자(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shahn@khu.ac.kr

332 아동과 권리 21(3)

Ⅰ. 서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과 아동의 복지 및 안녕과 관련된 행동 일체를 포함
하는 것을 의미한다(Lamb, 1986).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사회성(Choi & Song, 2014), 도덕성(Chung &
Park, 2013), 성역할 및 정체감(Jeong & Choi, 1995)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
하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였다. 이 같은 연구는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들
이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Kim, Shin, & Chae, 2007; Lim,
Kim, & Ahn, 2015), 양육효능감(Hwang & Hwang, 2014), 아버지의 유능감 및 아내의 협력
(Lee, 2008), 직업만족도(Lim, Kim, & Ahn, 2015),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Lee & Kwon,
2009) 등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아버
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 배우자의 역할,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심리적 태도 등
이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가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한 남성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아버지의 존재는 남성으로서의 역할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태도 및 사고방식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 Shin, and Chae(2007)는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가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자신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경험이 영향을 주
는 기제에 대해 기존의 이론은 두 가지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Bandura(1969)
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은 모방과 강화를 통해 세대 간에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Hofferth, Pleck, and Vesely(2012)는 아동기에 아
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참여를 경험한 남성이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Belsky(1984)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긍정적
인 양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상심리에 의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Masciadrelli, Pleck, and Stueve(2006)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경험
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두 이론에서 강조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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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르지만, 유년기에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현재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회고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현재 자신의 자녀에 대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들 변인 사이에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
다. 즉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는 아버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해 그 양상 및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를 고려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과 양성평등의식을 선정하여 각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개인이 직장의 일과 가정에서의 책임에 대한 시간
적, 정서적, 행동적 요구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Hill et al., 2001). 선행
연구들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며(Choi & Lee, 2015), 개인의 편
의에 따라 근무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상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Lim, Kim, & Ahn, 2015). 그리고 Choi and Lee(2015) 및 Ko,
Lee, and Kwon(2012)에서도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여건이 자녀의 양육참여에 대한 태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가정 양립 수준은 아버지의 상황
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전통적인 사고에서 남성들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의식을 강하게 가
지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Choi & Lee,
2015) 개인의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 양성평등의식을 다루고자 하였다.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더불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양성평등의식이란 어느 특정한 성(gender)에 대
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이 같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말한다(Jung & Chae, 2001). 성역할
은 부모의 양육특성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만나는 교사와 또래, 대중매체, 사회와 문
화, 시대적 풍토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회화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 and Yang(2003)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적게 하는 아버지일수
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을수
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과 양성평등의식이 양육참여 수준과 관련될 수 있음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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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의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돌봄을 여성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해 온 우리 사회에서 현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주효할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 아버지의 연령, 학
력,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 및 근무시간, 그리고 어머니
의 취업 여부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자 했다. Feldman, Nash, and Aschenbrenner(1983)에서
는 아버지의 연령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Yang(1996)은 아버지
의 연령과 양육참여 수준 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비일관적인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에는
양육참여와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Hwang & Hwang, 2014; Lee & Kim, 2013).
학력이 높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참여 수준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계가 있
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유년기에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영향
력을 검증할 때 가외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를 어려워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근무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직장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여
부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사회적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는 일부 선행연구들(Kang, 2001; Kim & Lee, 2005)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
의 영향력 및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과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항을 미치는 개인적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
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본인이 유년기에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
우에 양육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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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남성들이 과거의 경험을 보완하여 자녀 양육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만 3세~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자녀
를 둔 아버지 2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주말부부로 지내는 가
정과 같이, 유아와 부모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먼저 유아의 평균 월령은 63.77개월(SD=10.23, Min.=45.00, Max.=81.00)이었으며, 남아
(n=143, 50.20%)와 여아(n=142, 49.80%)의 성비가 유사하였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9.22
세(SD=3.92, Min.=30.00, Max.=53.00)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가 140명(49.10%)으
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55시간(SD=1.59, Min.=6.00,
Max.=16.0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69세(SD=4.03, Min.=22.00, Max.=48.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ategories
Gender of child

n (%)
Male

143

(50.2)

Female

142

(49.8)

96

(33.7)

Family-friendly policies Use
in paternal workplace Not use
Maternal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Employee

189
89
196

(N=285)
Categories
High school or
less

n (%)
45

Paternal
2 to 3 year
61
education college
(66.3)
status
4-year university 140
(31.2)
Graduate school 39
(68.8)

(15.8)
(21.4)
(49.1)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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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68.80%로 더 많았다.

2. 연구 도구
1)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ee, Lee, and Cho(1999)가 개발한 생산적 노
릇 척도의 하위요인 중 양육참여 요인만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
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자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본다’ 등이 있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4점)’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34였다.

2)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
아버지가 인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65a,
1965b)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Park(1995)
이 번안한 후 재구성한 Kim(2003)의 척도 중 온정적 수용 요인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자신의 아버지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회상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원척도에서 사용한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양상보다는 가치관
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양육태도의 측면으로 다루었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
록 친조부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셨다’, ‘나와 함께 있
는 것을 좋아하셨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37이었다.

3)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여성가족부의 주체로 진행된 제2차 가족실태조사(Song
et al., 2010)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졌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일과 집안일 간에 균형
을 잘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예를 살펴보면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
을 지키지 못한다’, ‘직장일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등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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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13이었다.

4)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Yang, Kang, and Jang(1999)이 성인지 교육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한 척도의 6개 하위요인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직장
과 가정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과 육아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는 이분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
평등의식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로 응답하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예를 살펴보면 ‘여
자아이는 얌전하게, 남자아이는 씩씩하게 키운다’, ‘여성이 직업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고
민하면, 아쉽지만 퇴직하라고 권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08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
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의 어린이집 명단을 표집틀로 하여 각 어린이집
에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으며, 자료 조사가 허락된 어린이집의 유아를 통해 아버지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500부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00부(60.0%) 가운데 연구대상으로
부적절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여, 28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
반적인 특성 및 주요 연구변인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과 양
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효과가 통제되었을 때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귀분석에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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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적용하였으며, Durbin-Watson 계수 및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산출함으
로써 회귀식 내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이후 조절변인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M+1SD)과 낮은 집단(M-1SD)을 나누어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정을 시행함으로
써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친조부의 양육행동의 평균은 26.26(SD=5.9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일-가정 양
립 수준의 평균은 41.81(SD=6.22), 양성평등의식의 평균은 34.59(SD=6.42), 양육참여의 평
균은 79.47(SD=10.90)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Subjects
The father of the
family of origin
Father

Variables

(N=285)
M (SD)

Item M (SD)

Min.

Max.

Parenting attitude

26.26 (5.94)

2.63 (.59)

10.00

38.00

Work-family balance level

41.81 (6.22)

3.80 (.57)

11.00

55.00

Gender egalitarianism

34.59 (6.42)

3.46 (.64)

13.00

50.00

Involvement in child-rearing 79.47 (10.90)

3.06 (.42)

36.00

104.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의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3.670, p<.001).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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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285)
Variables

Paternal education status

Family-friendly policies in
paternal workplace
Maternal employment status

n

M

High school or less

45

78.11

9.55

2 to 3 year college

61

77.16

11.43

4-year university

140

80.19

10.77

Graduate school

39

82.10

11.50

Use
Not use
Unemployed
Employed

SD

t/F

96

82.73

9.76

189

77.82

11.10

89

78.62

11.50

196

79.86

10.63

1.59

3.67*
-.89

*p < .001

3.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유년기에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
육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기에 앞서,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Table 4). 이때 연구대상의 일반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1)

1

(2)

.077

(3)

.161**

(2)

(3)

(N=285)

(4)

(5)

(6)

(7)

(8)

(9)

1
.641***

1

(4)

-.033

-.142*

-.171**

1

(5)

-.098

.086

.155**

(6)

.017

-.048

-.084

-.084

.018

(7)

-.019

.007

-.105

-.029

.214**

.119*

(8)

-.010

.018

.027

-.198

.026

.302***

(9)

-.047

-.067

-.027

-.150*

.148*

.360***

-.044

1
1
1
-.057
.130*

1
.277***

1

*p < .05, **p < .01, ***p < .001
(1) Child’s age (2) Paternal age (3) Maternal age (4)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5) Average monthly
income (6)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7) Parenting attitude of the father of the family of
origin (8) Paternal work-family balance level (9) Paternal gender eg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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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중 연속 변인의 형태로 측정된 변인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r=.119, p<.05), 아버
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r=.302, p<.001), 양성평등의식(r=.360,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했
다고 응답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 수준 및 양성평등의
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 계수
는 1.000에서 1.052 사이로 모두 1에 근접하였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937에서 1.990
사이로 2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수준의 조절효과
<Table 5>에 제시된 것처럼, 아버지가 회고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
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일-가정 양립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회귀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미한 관련이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ternal Work-Family Balance Level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B

β

Model 2

t

B

Family-friendly
***
policies in paternal -4.909 -.213 -3.670
-3.529
workplace

β

Model 3

t

B
**

-.153

-2.698

Parenting attitude of
the father of the
family of origin (A)

.215

.117

2.087

Paternal work-family
balance level (B)

.498

.284

65.028

A X B

R

2

ΔR

F

(N=285)

β

t

-4.006 -.174

*

.284

.155

2.796

***

.540

.308

5.588***

-.060 -.232
.045

.184

.132

2

.051

.078
13.471

***

14.295

***

**

-3.139

15.745

***

Note. Dummy variable: Family-friendly policies in paternal workplace (use=0, not use=1)
*
p < .05, **p < .01, ***p < .001

**

***

-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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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Level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있다고 나타난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직장
2

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4.5%를 설명하였다(R =.045,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을 추
가로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7.8% 증가하였다
2

(R =.132, p<.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5.1% 증가하면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
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일-가정 양립 수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β=-.232, p<.001). 최종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18.4%를 설명하였다
(R2=.184, p<.001).
아버지 일-가정 양립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1]를 제시하였다. 일-가
정 양립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
터 낮은 수준의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경험하였다고 회고한 아버지들의 경우 일-가정
양립 수준에 따른 양육참여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
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아버지의 경우에는 일-가
정 양립 수준에 따른 양육참여 수준의 차이가 적었다.

2)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양성평
등의식의 조절효과
<Table 6>에 제시된 것처럼, 아버지가 회고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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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oderating Effects of Paternal Gender Egalitarianism
Model 1

Independent
variables

B

Family-friendly
policies in paternal
workplace

β

Model 2

t

B
***

-4.909 -.213 -3.670

β

Model 3

t

B
***

-4.538 -.197 -3.606

Parenting attitude of
the father of the
family of origin (A)

.093

.051

.920

Paternal gender
egalitarianism (B)

.590

.347

6.346

***

R

ΔR

F

β

t
***

-4.574 -.199 -3.768

.137

.075

1.401

.579

.341

6.460

***

***

A X B
2

(N=285)

-.062 -.247 -4.694
.045

2

13.471

***

.173

.233

.119

.060

19.579

***

21.293

***

Note. Dummy variable: Family-friendly policies in paternal workplace (use=0, not use=1)
*
p < .05, **p < .01, ***p < .001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galitarianism
on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귀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
도 시행 여부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45, p<.001).
두 번째 단계에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을 추
가로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11.9% 증가하였다
(R2=.173, p<.001).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아
2

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6.0% 증가했다(R =.233, p<.001). 최종모형에 투입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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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23.3%를 설명하였으며, F변화량이 .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에 아버지 양성평
등의식의 조절효과(β=-.247, p<.001)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단순 기울기 검정을 이용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아버
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원가족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효과가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에 따
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낮은 수준의 온
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경험하였다고 인지한 아버지들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의 수준에 따
른 양육참여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아버지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의식의 수준
에 따른 양육참여 수준의 차이가 적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련된 변인 및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양
육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육참여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활성화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참여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한 Cho(2016) 및 Lee and
Kwon(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친화적 정책을 실제로 이용하는지의 여부
와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선행연구들(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Voydanoff, 200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기업이 정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들의 가족을 배려해 준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의 제 역할에 참여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에 비해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양육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풍토가 양육참여에 보다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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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 Hwang, 2014; Lee & Kim, 2013)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들은 학력이 높은 아버지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학력의 효과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결정적인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표본의 문제인지, 혹은 아버지의 학력이 양육참여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학력과 관련이 있는 직업
이나 소득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양육참여 수준을 결정짓는 아버지의 특성
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한 일련의 선행연구들(Jeong & Choi, 1995; Lee & Min, 2007)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Ahn, Lee, and Lee(2013)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가 더 많이 가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반대로 Kang(2001)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
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데 시간적인 제한이 따르
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누적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
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며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 아버지
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로 인해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보다는 아버지 본인의 특성이나
상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지한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직장과 가정 영역 사이에서의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
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적게 경험한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의 수준
이 높을 때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적 조직문
화가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며 개인의 편의에 따라 근무 여건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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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을 때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진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Choi &
Lee, 2015; Lim, Kim, & Ahn, 2015)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Ko, Lee, & Kwon, 2012; Lee & Kwon,
2009)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oeters, Van der Lippe, and Kluwer(2010)
는 융통성 있는 근무 여건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직무에 대한 몰입을 높임으로써 부모로서
의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자녀와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
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남성의 일-가정 양립 수준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들에게 직업적 상황과 여건
은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정 안에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령 이전의 경험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태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
생시키는 경우에도 현재의 직업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자신의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지 않았더라도 가정
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장 업무와 관련된 여건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남성들이 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
지의 양성평등의식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
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도 높은 수준의 양
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Lee & Yang, 2003)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적게 하는
아버지일수록 양육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가사의 한 부분으
로 자녀 양육을 다룬 Song(2000)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가사 참여와 관련이 있다
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양성평등의식이 남성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Park & Jo, 2002)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이해된다.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가 성역할에 대해 어떤 가치
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실제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
지 못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의식이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데에서 느
끼는 어려움에 대해 완화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근무하
는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는 양육참여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직장생활
로 인해 가정생활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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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
동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많은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꾸준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각 기업 및 기관에서도 직장의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여 실행에 옮기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실행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가령 가족친화제도의 일부분인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Choi, 2016),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남성의
휴직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이는 2015년 상반기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은 여전히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드러난 바 있다(Yoon, 2015).
자녀 양육이 부부 공동의 몫이라고 한다면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 또한 이를 반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높은 수준의 일-가정 양립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충분
히 경험하지 못한 남성들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버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남성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일-가정 양립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및 직장 업무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도 관련이 있는 특성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는 남성에게는 집안
일보다 경제적 활동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아버지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직장 내 동료 및 상사들 사이에 팽배해 있을 경우에도 일-가
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유년기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남
성의 경우,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Kim & Ryu, 2016;
Motiejunaite & Kravchenko, 2008)을 고려하면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
의 시류에 부합하는 성역할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Chung
and Park(2012)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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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역할에 대한 새
로운 개념을 다양한 컨텐츠에 반영하여 미디어를 통해 노출함으로써 각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 양성평등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자료가 모두 아버지를
통해 수집되었다는 점은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양육
참여와 같은 변인에 대해서는 자가 평정 결과와 배우자의 평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시대적 특성을 반
영한 척도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
졌으나 많은 도구들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척도 선택의 폭이 좁았다. 따라서 추후
양성평등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반영한 측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성평등의
식과 양육참여 간의 관련성을 보다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방법을 밝혀냈다는 부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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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level and gender egalitarianism of
fath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xperiences of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during childhood and their own paternal involvement. 285 fathers of young children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ternal
involvement depend on the family-friendly policies in their workplace. Second, both work-family
balance level and gender egalitarianism of fathe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xperiences of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lthough, men who experienced less warm and accepting parenting behavior from their own
fathers could be more involved in child-rearing if they could control the workplace conditions
or if they had a high level of gender egalitarianism. The findings suggest practical ways to
encourage involvement in child-rearing by the fathers with young children beyond what they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with their own fathers.
Key words: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fathers' experiences of paternal parenting
attitudes in childhood, work-family balance level, gender egalitarianism, family-friend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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