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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양육환경에서는 비취업모가 취

업모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남편의 양육협조를 받지 못했다. 또한,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인 반면, 비취업모는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

았다. 또한, 아버지 개인 변인에서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높았다. 

아동변인에서는,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가 발달 상태에 있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둘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취업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아기 가

정의 가정환경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비교․모색하였고, 어떤 변수들이 영아기 자녀의 어

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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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교육 및 주거비용 등 가계지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

평등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직장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2014)

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84.5%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여성이 ‘가정 일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1998년 29.0%에서 2013년 5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전까지’, ‘자녀 출

산 전까지’, ‘자녀 성장 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30대 후반에 재진입하는 M자형 모형이다. 6세 미만 자녀의 유무, 기혼

여성의 연령, 가구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로 기혼 여성취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양육부담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당히 커서 17.5% 정도의 취업 감소요인으로 작

용하였다(이재열, 1996).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이인생계부양자·이인양육자 모델로 

변화하는데 요구되는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남

편들이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은 수용하면서, 이인양육자모델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은 가중되고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점차 성역할

의 유동성과 가변성이 요구되고, 부부간의 역할공유나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

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취업모인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 및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하

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Ross & Mirowsky, 1988). 특

히, 자녀출산으로 부부 중심에서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부모전환기에, 여성은 다역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조흥식 외 2006). 더욱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어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생애

주기상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화되면서 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축소되어 조부모에 의

한 대리양육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있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많이 노

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영유아기 아동들이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면서,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 가구 패널 조사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사용한 Ermisch와 Francesconi(2002)는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

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를 감소시킴을 가정하면서 아동이 0~5세였을 때 어머니의 

전일제 취업이 아동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이 역할갈등

이나 우울 뿐 아니라 부모역할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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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din, 1992; Spurlock, 1995). 부부간의 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는 

영아기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환경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양육환경, 어머니와 아버지 개인적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분하여 모색하였다. 양육환경 변인으로

는 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협조, 아버지(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사회

적 지원, 대리양육여부 등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가정의 양육환경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부모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

대 등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아동변인으로는 영아의 기질과 발달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가정환경이 어떻게 다른 역학 구도를 보이는지 탐색해보

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여성의 취업상태가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 및 여성의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Harisch(2008)는 독일사회경제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을 바탕으로 독일 사회에서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였는데, 부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

다. 서구의 연구들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양자의 

차이도 직접적인 돌봄 시간보다 간접적인 돌봄 노동 시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취업모는 자기 자신의 여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취업의 부정적인 시간 효과를 상쇄한다는 

연구도 있다. 호주의 취업모는 잠이나 TV 시청 시간을 줄여서 부족한 자녀 돌봄 시간을 충당하

는 방식으로 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 2007). 또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우울정도가 더 높거나(Hashimi, Khurshid, & Hassan, 2007),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 이렇듯 선행연구들에

서 어머니의 취업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단순

히 아동의 발달 및 부부관계 등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 안

의 역학구조, 그 외의 사회적 지원 등 좀 더 광범위한 맥락 안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명

해보고자 한다. 

  한편, 여성이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의 모든 역할로부터 오는 

역할긴장을 잘 해결하며, 결혼에 대해 만족할 때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정창우, 2007). 결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누릴 때 가족의 기능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도 순조롭

게 진행될 것이다. 자녀양육기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의 부부의 노

력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시간의 경감과 유연근무도 필요하다. 자녀양육기의 여성의 직장근무

시간과 환경이 좀 더 유연한 체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공선희, 2009). 자녀를 돌

보는 일은 부모로 하여금 대단치 않은 일상적인 따분함, 당황,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출산·육아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

다. 비취업모 역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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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 가사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노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출생과 양육이 이뤄지는 부모전환기에 부모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간 부모기를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와 신

체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취업 여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족환경의 제반여건이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결국 어떤 요인들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영아기 가정환경 역학구도를 모색함

으로써, 가족특성이나 요구에 적절한 맞춤형 육아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한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양육환경, 부모, 아동 변인)은 차이가 있는가?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양육실제,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협조,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시간,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부부갈등, 결혼

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변인(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및 기

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모집단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2,078명의 신생아 

가구로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도에 조사한 3차년도 조사 중 취업모 

585명, 비취업모 1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가구방문 면접조

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한다. 가구방문 면접조사는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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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CAPI) 방식으로 조사 대상 아동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으나, 대상 아동과 동일 가구 

거주자이더라도 비혈연 관계(예: 유급 비혈연 육아 도우미 등)인 가구원은 응답자에서 제외되었

다. 우편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 발송한 후 조사원이 면접조사를 위해 

각 가구를 방문할 때 취합하는 유치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은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과 Elder(1998)의 생애이론을 이론적

인 틀로 삼아,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환경 변인, 부모(아버지, 어머니) 변인, 

아동변인으로 구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

동패널자료를 근거로 양육환경변인, 부모변인, 아동변인을 ‘가정변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여 연구를 실시하였다(<표 1>참조). 

<표 1> ‘가정환경’ 변인

변인 변수 변수내용

양육환경변인

양육실제(부인) 6문항

양육스트레스(부인) 10문항

남편의 양육협조 4문항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관식

사회적 지원 12문항

대리양육여부 함/하지 않음

부모

(어머니, 아버지) 

개인 변인

자아존중감** 10문항

부적인 자기효능감* 4문항

우울감* 6문항

부부갈등 8문항

결혼만족도 4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정서적, 도구적) 3/4문항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지위, 타인도움, 행복한 가정)
각 1문항

아동변인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5/5/10문항

발달 정상발달/의심스런발달

  또,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 어머니만 조사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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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양육환경

양육실제(부인) 34.11(4.61) 34.12(4.60) -.04

양육스트레스(부인) 29.73(6.65) 31.18(6.99) -4.22***

남편의 양육협조 15.22(3.38) 14.70(3.36) 3.05**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17.43 34.40 -17.66***

주말 15.02 15.02 -.01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 

주중 6.94(7.10) 6.84(6.38) .28

주말 8.83(5.85) 7.72(5.91) 3.77***

사회적 지원 46.61(7.76) 46.19(7.50) 1.07

n(%) n(%) x2

대리양육여부 534(89) 423(35.4) 461.82***

<표 2> 독립변수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적 지원, 대리양육여부, 월평균 소득(종합), 가구 총지출, 남

편연령, 남편최종학력, 부인연령, 부인최종학력

(2) 부모 변인

남편
부부갈등, 일주일 총 근로시간, 양육협조,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

(주중, 주말), 남편의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

부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 부부갈등, 양육실제, 양육스트레

스,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주중, 주말), 자녀에 대한 가치

(3) 아동 변인 기질(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발달(정상, 의심)

(4) 직장 변인 취업모 어머니 일자리 만족도, 주당 일자리 총 근로시간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

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과 카이스퀘어를 이용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기 자녀 가정의 환경 분석

  1) 영아기 자녀 가정의 양육환경 분석

<표 3>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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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

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

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주중에 더 많았다. 

  반면, 남편의 양육협조는 취업모일 경우가 비취업모일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주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리양육여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인 경우, 부모가 아닌 대

리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았다. 

  2) 영아기 자녀 가정의 어머니 변인 분석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분석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자

아존중감과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자아존중감 30.61(3.98) 29.44(4.10) 5.78***

부적인 자기효능감 9.23(2.82) 9.30(2.90) -.50

우울감 11.49(4.15) 12.01(4.22) -2.47*

부부갈등(부인) 16.92(6.17) 16.59(6.15) 1.05

결혼만족도(부인) 15.36(3.22) 15.39(3.01) -.18

 * p<.05, *** p<.001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해 본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비취업모가 조금씩 

점수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있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 항목에서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기대수준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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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2.85(1.76) 12.88(1.72) -.31

도구적 가치 11.53(3.09) 11.70(3.02) -.1.09

n(%) n(%) x2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542(92.8) 1084(91.9) 1.50

높은 사회적 지위 406(69.1) 745(63.1) 5.85*

남을 기꺼이 도움 543(93) 1041(88.2) 10.15**

행복한 가정 583(99.7) 1171(99.2) 1.52

* p<.05,  **p<.01

  3) 영아기 자녀 가정의 아버지 변인 분석

  (1)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심리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부부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27)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부부갈등(남편) 17.20(6.22) 16.30(5.79) 2.80**

결혼만족도(남편) 16.74(2.89) 16.85(2.89) -.71

**p<.01

  (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 

중 정서적 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더 높았다. 정서적 가치에 대한 항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

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이다. 부

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두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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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27)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자녀에 대한 가치
정서적 가치 13.21(1.72) 13.39(1.68) -1.98*

도구적 가치 13.19(3.12) 13.38(3.10) -1.16

n(%) n(%) x2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돈 484(87.2) 997(88.5) 1.10

높은 사회적 지위 371(67) 730(64.9) .83

남을 기꺼이 도움 508(91.4) 1005(89.4) 2.03

행복한 가정 549(98.7) 1115(98.9) .172

* p<.05

 4) 영아기 자녀 가정의 아동 변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변인을 분석한 결과, 기질 중 정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보다 비취업모가 지각한 아동의 정서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

았다. 비취업모 경우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간 아동의 발달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경우, 정상

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비취업모에 비해 더 높았다. 

<표8>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

(취업모:585, 미취업/미취학:1180) 

취업모 비취업모
t

M(SD) M(SD)

기질

정서성 14.00(3.00) 14.33(3.10) -2.10*

사회성 32.31(2.66) 32.53(2.57) -1.61

활동성 19.61(2.85) 19.47(3.00) .99

n(%) n(%) x2

     발달

   (Denver)

정상 발달 534(91.6) 1044(88.4)
4.83+

의심스런 발달 49(8.4) 136(11.6)

* p<.05, + p<.1

2. 영아기 자녀 가정의 모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

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수를 다음 <표 9>와 

같이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분석 모형의 VIF계수는 10이하로 나타났

고, Dubin-Watson 계수 역시 정상분포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의 위

험없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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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Ⅰ

Beta

모델Ⅱ

Beta

모델Ⅲ

Beta

모델Ⅳ

Beta

부부갈등(부인) -.59*** -.48*** -.43*** -.43***

남편의 양육협조 .30*** .28*** .27***

결혼만족도(남편) .13*** .12***

양육실제(부인) .06*

Adj R2 .34 .42 .43 .44

ΔR2 .07 .01 .01

F 432.85*** 105.18*** 21.84*** 4.09*

  1)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

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

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제가 긍정적

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 p<.05,  ***p<.001

  2)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부갈등(부인), 남편의 양육협조, 도구적 가치(부

인), 결혼만족도(남편), 최종학력(부인)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이 적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

다.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

하고, 비취업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

장관련이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여 결

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0>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모델Ⅰ

Beta

모델Ⅱ

Beta

모델Ⅲ

Beta

모델Ⅳ

Beta
모델Ⅶ

부부갈등(부인) -.60*** -.48*** -.46*** -.42*** -.41***

남편의 양육협조 .31*** .31*** .29*** .30***

도구적 가치(부인) .14*** .13** .14***

결혼만족도(남편) .13** .12**

최종학력(부인) .09*

Adj R2 .36 .44 .46 .47 .47

ΔR2 .08 .02 .01 .00

F 195.78*** 51.41*** 12.78*** 8.94** 4.98*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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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환경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협조,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중), 아

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주말), 대리양육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는 대리양육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남편의 양

육협조 수준이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전업주부인 경우, 자녀가 

어린 영유아기일때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주말에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취업모에 비해 적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을 자녀육아와 가사에 시달리며 가정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양육협조가 적어서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

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양육협조를 더 받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

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

간을 투자하며 지원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취업모의 남편이 주말에 자녀와 상호작

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말에 남편은 취업모에게 물리적, 심리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비취업모들은 주말에도 남편에게 육아도움을 

받는데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남편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에 있어서, 취업모는 주중에는 비취업모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육아와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는 부인이며, 평일에는 맞벌이 부부

의 경우에도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현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

한,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직접적인 시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Craig,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1명이상의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어떻

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 본 연구(유계숙, 2010)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일에는 약 7배, 주말에도 역시 약 3배 정도 더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부인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이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편이였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

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및 경제적 자립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므

로, 직장에서의 성취감이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취업모는 반복

적이고 일상적인 주부로서의 활동에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고 자아실현 욕구와도 상충될 수 있

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 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비생산적이며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가시적

이지 않은 활동에서 오는 상대적 상실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더욱 가중된

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 항목에서 취업모인 경우, ‘높은 사회적 지위’, ‘남을 기꺼이 도움’항목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취업모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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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에 중요한 기재가 됨을 인식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러한 항목이 키워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을 기꺼이 도움’항목도 중요한 기대항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취업모가 직장생활을 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며 남과 어

울리는 항목을 중요시여기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

갈등 수준이 아내가 취업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기존의 연구(마경희, 2004; 손문금, 2005; 

한주희, 2005) 결과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부부간 불균형한 가사분담이 남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을 높였을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하지 않

은 경우에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수준이 유의하게 더욱 높았다. 남편이 자녀가 부

부관계를 견고하게 결속되도록 지지해주며 부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지닌다고 지각할

수록, 아내가 취업하기 보다는 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아동 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가 자신의 자녀가 좀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까다로운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대리

양육비율이 낮으며 많은 시간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자녀의 많은 요구에 맞추면서 자녀가 까다

로우며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발달 상태에 있

어서는 정상발달 범주에 포함되는 비율이 취업모가 더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이 대체로 아

동의 학업성취도, 자존감, 위축, 공격성 등의 아동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상록, 2009)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상록, 2009; 

정진화, 이경희, 2008; 최형재, 2008)에서는 어머니 취업의 긍정적 영향이 단순히 취업여부가 아

니라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 근로소득 및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취업지위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하였다. 즉, 어머니 취업여부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물리적, 심리적 환

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모의 아동이 정상발달 

범주에 더 많다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부

인), 남편의 양육협조, 결혼만족도(남편), 양육실제(부인)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이 지각

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양육실제가 긍정적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적인 점은 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했을 때, 비취업모의 양육실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긍정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

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비취

업모에게는 양육실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실제적인 양육스킬을 가르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모에 

대한 분석과 비교해보면, 부인이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지닐수록, 또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일생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결혼만

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부여가 취업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

는 고충을 극복하는 기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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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직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심리적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다.  

  한편,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고, 남

편의 양육협조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이 높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경

신, 김오남, 1999; 김미령,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남편의 양육협조는 부인의 결혼만족

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부부간의 적절한 지지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부부관계는 시

간이 길어질수록 열정적인 관계보다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결

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은 남편의 이해나 배려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지각은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유계

숙, 감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Anderson, & Sabatelli, 2003; 

Christopher, Umemura, Mann, Jacobvitz, & Hazen, 2015; Roger, Sylvia, & Cloe, 2015).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의 이중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

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부족한 시간에 대한 협조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시간을 살펴본 연구에

서, 남성은 일주일에 114분으로 두 시간이 안되며, 여성은 921분으로 약 15시간을 할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9). 이러한 양적인 시간차이는 아직도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여성이 

주책임자이며, 남성은 도움을 주는 정도로 미약한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부부갈등을 

줄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협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

데,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는 선행연구(Vannoy-Hiller, & 

Philliber, 1992)와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결혼만

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때문이다. 

  또한,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인의 최종학력이 유의하게 나타났

는데, 이는 취업 자체보다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에 따른 직업지위 및 직업 환경이 부인의 심

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들(구인희, 2003; 이중섭, 이

용교, 2009;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과 일치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생

활 영위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상이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직접지위가 전문직인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편

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채로, 이기영,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취업여성인 경우, 만족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일

과 가정의 만족도는 분리되지 않으며, 만족도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직접지위가 여성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취업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의 갈등을 경험하지

만 직업지위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 노동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

된다.

  서구에서는 기혼 취업여성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축적된 반면, 국내연구는 매우 미진하

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기혼 여성 집단은 잠재적 노동력 풀로 주목박고 있지만, 어머니의 역

할변화와 취업증대가 자녀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조망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취

업은 자녀양육과 돌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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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어머니의 역할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향상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를 높이며, 긍정적인 부부관

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어

머니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해줄 때, 여성의 자존감이 증진되고 속박감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가사 및 육아에 배우자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중역할로 인한 부담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정환경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모색하고, 어

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이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부모역

할을 다르며, 가정 내 역학도 달라질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발달시기에 따른 가정환경 비교탐

색이 요구된다. 또한 영아기 내에서도 월령별 대리양육 여부와 어머니의 출산휴가 등을 고려하

여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하여 각 월령에 따른 가정환경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육아지원정책 모색

에 기여하는 작업 또한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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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on  family environment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the main concern of this which factors ha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s of either employed or non-employed mother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on 

family environment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status shows non-employed mother's 

parental stress is higher than employed mother's. Besides, non-employed mother's self-esteem is 

lower than employed mother's, and non-employed mother's depression is significantly high. 

Concerning fathers' factor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is higher among 

husbands when their wives are employed. In the light of childrens' factors, non-employed mothers 

consider that their children display more negative emotion and more picky. Children's development 

of employed mothers is included in normal development range more than that of non-employed 

mothers. Second, conflict between husbands and wives have an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regardless wife's employment status. Husbands' cooperation in child-rearing and 

marital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factor which 

influences on employed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is education level of wives.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in that infancy home environment was compared focusing o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some factors which factors(variables) have impacts on marital satisfaction of 

infancy mothers were examined. 

▶Key Words : family environment, parenting participation, marital satisfaction, self-efficacy,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