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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살펴보기 한 서술  인과 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커 자료 분석을 해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상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5,531 의 자료를 활용

하 다. 자료 분석을 해 SPSS 20.0과 AMOS 20.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구조모형 검증 방법에 기 한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방법을 활용하 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
두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
록 정 인 부모-자녀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과 간 크기 비교 결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경우 성 역할
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 상 방효과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 계에 미치는 상 방효과는 통계 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상 방효과 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의 성 
역할태도 보다는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더 큰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를 상으로 한 부모 교육 시 평등한 성 역할태도 교육의 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평등한 
성 역할태도가 정  자녀 계를 진할 수 있다는 경험과학  증거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the parental sex-role
attitude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the parental sex-role attitude in married couples
with immigrant women who have children under 5 years old. For the analyses, a total of 5,531 couple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cluded an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ple's sex-role attitu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ctor effect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arents 
who were more conscious of gender equality displayed a better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is effect was greater 
in the case of the father's attitude than the mother's. Second, the father's sex-role attitu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ner effect o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hereas the mother's attitude did not. Third, the couple's actor effects 
were greater than their partner effects and this means that the personal sex-role attitude has a greater impact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the partners' attitude.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derived from these 
empirical-scientific database results and related studies in educational program of gender equality attitude for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Actor effects,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ulticultural families, Partner effects, Sex-role 
attitude, Parent-chil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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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자녀 계의 질은 자녀의 행동 , 정서  건강과 

한 련성이 있다[1-3]. 부모-자녀 애착 연구들은 부
모-자녀 계가 자녀의 발달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7]. 특히 부모의 특성은 부모
-자녀 계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8-9]. 이와 같은 요성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오고 있다[10-11].
하지만 부모의 특성이 부모-자녀 계에 어떻게 향

을 미치는지 확인한 다수의 연구는 부모를 개별 으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측정학 인 한계 이 있다. 부부와 
같은 한 계는 상호의존 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학 으로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통계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한 배우자의 행동  특성은 
자신뿐 아니라 상 방의 결과  특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효과(actor effects)와 상 방효과(partner 
effects)를 모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12]. 따라서 부부
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상호의존성이라

는 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에 기 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경

우 이질 인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 특성이 상

방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더 많

이 요구된다. 한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새
로운 환경에 응하면서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 

부담감과 스트 스 수 이 일반가정의 여성보다 더 높다

[13].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서 평등한 성 
역할태도에 기 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요성이 더 부각

되어 진다. 
성 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 각각에 요구되는 역할에 

한 태도나 신념을 의미한다[14]. 성 역할태도는 여성
과 남성 간 역할은 본질 으로 다르다고 보는 성 역할에 

한 고정 인 수 이 높은 통 인(traditional) 성 역
할태도부터 여성과 남성 간 역할은 본질 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평등 인(egalitarian) 성 역할태도로 구분
될 수 있다[15-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9]. 성역할태도가 결혼생활에 

향을 미치는 이유는 성역할태도가 자신과 상 방의 역

할에 한 개인의 신념을 반 하기 때문이다[20]. 한 

남편과 아내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  양

육 참여를 증가시킨다[21]. 
특히 가설(spillover hypothesis)에 따르면 결혼의 

질은 양육 행동으로 이된다[22]. 즉, 좋은 부부 계는 
더 나은 부모-자녀 계의 질을 측한다[23]. 이는 배우
자와의 계에서 유발된 부정 인 감정이나 행동이 자녀

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이되어 지기 때문이다[24]. 따
라서 성 역할태도는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계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의 질에 미치는 향 계를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부와 같은 상호의존성이 있는  자료를 독립 으로 

분석할 경우 통계  오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호의
존 인 계의  자료는 일반 선형 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기본 과정을 배하기 때문에,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귀분석,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할 경우 통
계 추론의 편향(bias)이 증가할 수 있다[25-27]. 부부와 
같이 한 계가 있는 자료를 다회귀분석이나 일원

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편향된 p-values와 부
정확한 통계치(t, F)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28-29]. 이
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료 분석방법과 련된 연구들

은 부부와 같은 커  자료를 분석할 때 자기-상 방 상

호의존모형(APIM) 근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9].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에게 향을 미치
는 자기효과, 자신의 특성이 상 방에게 향을 미치는 

상 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IM의 이와 같은 장 을 활용하여, 자신
의 성 역할태도가 자신의 자녀 계 특성과 련성을 가

지는지, 그리고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배우자의 자녀
계 특성과 련성을 가지는지 한 모형 내에서 검증하고

자 한다. 한 APIM은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에 기 한 동일성 제약(equality 
constraints)을 활용하여 자기효과 크기 차이, 상 방효

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검

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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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차이, 상 방효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의 질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살펴보기 한 것이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의 성 역
할태도, 부모-자녀 계 간 평균 차이를 확인한다.

2) 성 역할태도와 부모-자녀 계 간 상 계를 확인

한다.
3)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효과

와 상 방효과를 확인한다.
4)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 차이, 상 방효과 크기 차이,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간 크기 차이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APIM) 분석방
법을 용하여 다문화 가정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
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상 방효과를 확인하기 한 서

술  인과 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커 자료 분석을 해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상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5,531 의 자료를 활용하 다.  

2.3 연구 도구

2.1.1 부모의 성 역할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수 을 확인하기 

해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족 내 역할에 
한 인식을 묻는 3문항  2문항을 활용하 다. 문항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같이 나 어서 해야 한다’이

며, 응답 방식은 Likert 5  척도(매우 그 다=1,  

그 지 않다=5)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 역할태도 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내 일 성 신뢰도는 Cronbach’s 
α=.52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계수는 문항 수에 향
을 받는다는 한계 이 있다. 본 척도와 같이 은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Cronbach’s α를 활용한 신뢰도 
도출 시 신뢰도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치로 단하 다. 

2.1.2 부모-자녀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자녀 계를 확인하기 해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3
문항을 활용하 다. 문항은 ‘나는 자녀와 친 하다고 느

낀다’, ‘나는 자녀의 친구들에 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의 계에 만족한다’이며, 응답 방식은 Likert 5  

척도(매우 그 다=1,  그 지 않다=5)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계 수가 높을수록 

정  부모-자녀 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내 일 성 신뢰도는 Cronbach’s α=.65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5년 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는 국가통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통해 데이터 사용 목 을 밝히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SPSS 20.0과 

AMOS 20.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첫째, 측정도
구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계
수를 사용하 다. 둘째,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치, 상
계를 분석하고,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의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 계 평균 차이에 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셋째, APIM 분석을 해 구조
모형 검증 방법을 사용하 다. 이는 구조모형 검증을 활
용한 APIM 분석 시 자기효과, 상 방효과의 경로 추정

치 간의 비교가 쉽기 때문이다[30]. 넷째, 구조모형 분석 
시 계수 추정 방법으로 최 우법을 사용하 으며, 모형

의 합도는 가설에 한 엄격성이 높은  [31]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합도 지수인 CFI 지수(comparative 
fit index), NFI 지수(normed fit index), RMSEA 지수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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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Mother Father

n % n %

Age (yr)

≦30 2,984 54.0 102 1.8
31-35 1,466 26.5 466 8.4
36-40 740 13.4 1,145 20.7
≧41 341 6.2 3,818 69.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582 28.6 603 10.9
high school 2,235 40.4 3,013 54.5

College 694 12.5 785 14.2
Over bachelor's degree 1,020 18.4 1,130 20.4

residential 
district

dong 3,333(60.3%)
rural area 2,198(39.7%)

family’s 
monthly 
incomes

Less than 1 million won 194(3.5%)
Between 1～2 million won 1,122(20.3%)
Between 2～3 million won 2,128(38.5%)
Between 3～4 million won 1,224(22.1%)
Between 4～5 million won 500(9.0%)
Between 5～6 million won 239(4.3%)
Between 6～7 million won 60(1.1%)
More than 7 million won 64(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531 dyads)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함께 고려하
다[32-34].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
여성인 어머니의 만 나이 평균은 30.60세(SD=5.71), 한
국인 아버지의 만 나이 평균은 43.14세(SD=5.93)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2,235명(40.4%), 졸 이하 1,582명(28.6%), 4년제 학
졸 이상 1,020명(18.4%), 문 졸 694명(12.5%) 순이
었으며, 한국인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3,013명(54.5%), 
4년제 학졸 이상 1,130명(20.4%), 문 졸 785명
(14.2%), 졸 이하 603명(10.9%)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동부 3,333가구(60.3%), 읍면부 2,198가구(39.7%)이었
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2,128가구
(38.5%), 300～400만원 미만 1,224가구(22.1%), 100～
200만원 미만 1,122가구(20.3%), 400～500만원 미만 
500가구(9.0%), 500～600만원 미만 239가구(4.3%), 
100만원 미만 194가구(3.5%), 700만원 이상 64가구
(1.2%), 600～700만원 미만 60가구(1.1%) 순으로 확인
되었다.

3.2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관계 평균 차이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에 성 역할

태도, 부모-자녀 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기 에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Levene 검증결
과를 확인한 결과, 부모-자녀 계(  , p>.05)는 
등분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역할태
도(  , p<.001)는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아 
Welch-Aspin 검정값을 활용하 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평등한 성 역할태도(t=11.40, p<.001)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계(t=30.28, p<.001) 한 

더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Difference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parent- 
child relationship           (N=5,531 dyads)

DV IV N Mean SD t effect 
size

gender role 
attitudes

mother 5,531 4.16 .72 
11.40*** .23

father 5,531 4.00 .71 
parent-child 
relationship

mother 5,531 4.29 .64 
30.28*** .59

father 5,531 3.90 .68 

*** p<.001

  

3.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자료가 최 우도법을 사용한 구조모형 검

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해 성 역할태도, 부모-자
녀 계 측정변인의 단변량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다. 
최 우도법 용 시 값 기 으로 왜도가 2보다 크지 
않고, 첨도가 4보다 크지 않을 때 정규성이 가정되는 것
으로 단한다[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왜
도의 범 는 –1.75에서 .01사이 고, 첨도의 범 는 

–.70에서 2.96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가정된다고 볼 수 
있다. 

Pearson 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

니-자녀 계,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아버지-자녀 계와 

정  상 의 패턴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 
한 아버지-자녀 계,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 어머니-자녀
계와 정  상 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 분

석에 기 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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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계에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5,531 dyads)

　 1 2 3 4 5 6 7 8 9 10
1 1 　 　 　 　 　 　 　 　 　

2 .298**1 　 　 　 　 　 　 　 　

3 .237**.112**1 　 　 　 　 　 　 　

4 .092**.223**.357**1 　 　 　 　 　 　

5 .230**.108**.129**.063**1 　 　 　 　 　

6 .083**.087**.067**.042**.231**1 　 　 　 　

7 .195**.107**.140**.074**.675**.247**1 　 　 　

8 .138**.075**.345**.204**.245**.099**.257**1 　 　

9 .040**.042**.141**.136**.051**.376**.068**.269**1 　

10 .135**.082**.316**.201**.225**.105**.282**.712**.233**1
11 .164**.078**.202**.145**.295**.123**.335**.313**.144**.306**
12 .137**.070**.221**.168**.196**.097**.220**.338**.162**.366**
M 4.41 3.90 4.35 3.65 4.64 3.65 4.56 4.35 3.05 4.32
SD .77 1.01 .76 .96 .63 1.22 .68 .74 1.15 .77
Sk -1.23 -.67 -1.01 -.36 -1.75 -.59 -1.55 -.89 .01 -.91
Ku 1.20 -.15 .63 -.32 2.96 -.61 2.14 .22 -.70 .38

* p<.05, ** p<.01
1. mother's gender role attitudes(1), 2. mother's gender role attitudes(2), 
3.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1), 4. father's gender role attitudes(2), 
5. mother-child relationship(1), 6. mother-child relationship(2), 7. 
mother-child relationship(3), 8. father-child relationship(1), 9. 
father-child relationship(2), 10. father-child relationship(3)  

3.4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다문화 가정 부모의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상 방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해 아래와 

같이 APIM 모형을 만든 후 구조모형 검증을 하 다. 

APIM 모형의 합도는 (df=29, N=5,531)=1181.267, 
p<.001, NFI=.906, CFI=.908, RMSEA=.085, 
SRMR=.053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석 가능한 모형으
로 단하 다.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
가 아버지-자녀 계에 미치는 상 방효과를 빼고는 모두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아

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 계에 정 인 향

(=.518),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가 어머니-자녀 계에 

정 인 향(=.328),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어머니-
자녀 계에 정 인 향(=.07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5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크기 차이 비교

자기효과 간 차이비교, 상 방효과 간 차이비교, 자기
효과와 상 방효과 간 차이비교를 해 경로계수의 동일

화 제약을 가한 APIM 모형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
은 APIM 모형과 비교하 다. 즉, 자기효과 간 차이비교
를 해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a=a’)을 가했으며, 상
방효과 간 차이비교를 해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

(b=b’)을 가했으며,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 간 차이비교

를 해 각각 경로계수 간 동일화 제약(a=b’, a’=b)을 가
했다.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 모형은 내포모형

(nested model) 계이기 때문에  차이검증을 활용하
다[36]. 
먼 , 아버지와 어머니 간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미치는 자기효과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p<.001). 즉, 아버지(=.518)
의 경우 어머니(=.328) 보다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부
모-자녀 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상 방의 부모-자녀 계

에 향을 미치는 상 방효과 간에는 통계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p>.05). 셋째, 아버지
의 경우 상 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 크기가 더 크며

(  , p<.001), 어머니 한 상 방효과보

다는 자기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p<.001). 

** p<.01, *** p<.001
Fig. 1.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of self- 

esteem (SE)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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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quality constraint tests regarding model fit 
(N=5,531)

Model  df NFI CFI RMSEA
(90% CI) SRMR   difference 

test

baseline 
model

1181.267
*** 29 .906 .908

.085
(.081-
.089)

.053

Equality 
constraint

(a=a’)

1200.765
*** 30 .904 .906

.085
(.081-
.089)

.054   

***

Equality 
constraint

(b=b’)

1183.874
*** 30 .905 .907

.083
(.079-
.087)

.053   

Equality 
constraint

(a=b’)

1282.756
*** 30 .898 .900

.087
(.083-
.091)

.058   

***

Equality 
constraint

(a’=b)

1215.191
*** 30 .903 .905

.085
(.080-
.089)

.055   

***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다문화 가정을 상으로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 검증에 앞서, 결혼이

주여성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간에 성 역할태도와 부

모-자녀 계에 차이가 있는지 기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 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고, 자녀와의 계에 있
어서도 더 정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의 평등한 성 역
할태도를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아
버지-자녀 계 향상에 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의 필요

성이 있음을 보여 다,
둘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

녀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아버지-자녀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자

기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정 인 자녀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가정을 상으로 한 APIM 
용 연구에서 부모의 특성이 양육에 향을 미치는 자

기효과[37]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고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기효과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경우 성 역할태도가 
부모-자녀 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에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
지는 자녀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와 구별되고, 상호보완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하다[38-39]. 특히 다문
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일반 가정 보다 양육 과정

의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

육 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원만한 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를 상으로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녀 계를 진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하며, 이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상으로 한 교육 시 
성 역할태도를 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셋째,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는 어머니-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 상 방효과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성 역할
태도는 아버지-자녀 계에 향을 미치는 상 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성 역할태도가 평등
할수록 어머니-자녀 계가 더 원만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기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문화 응스

트 스, 사회  차별 경험, 양육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
을 겪는다[40-41].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
성에게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사회  지지는 자녀양

육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42-44].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 했을 때, 한국인 남편이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배우자 지지 수 이 높

기 때문에 어머니-자녀 계가 더 원만하게 형성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성 역할태도가 자녀 계

에 미치는 상 방효과 보다는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를 상으로 한 다수 APIM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45]. 즉, 배우자보다는 
먼  자신이 평등한 성 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원만한 자

녀 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
화 가정 부모를 상으로 자신의 성 역할태도가 통

인지, 평등 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
등 인 성 역할태도를 갖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

육 로그램을 개발  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라는  자료를 개별 인 통계기법으

로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APIM을 이용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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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간 상호 역동성을 측정학 으로 타당하게 검증했다는 

학문  의의가 있다. 특히 일반 가정의 부부를 상으로 
한 커  자료 분석 연구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다문화 가정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부 간 상호작용을 확인

했다는 학문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성 역할태도와 부모-자녀 간 계를 경험 으로 

밝힘으로써,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시 평등한 성 역할태
도의 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요함을 밝혔다는 실제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상으로 한 
평등한 성 역할태도 교육의 요성을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 , 실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

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

요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문항에 응답한 다문화 가정 부모
만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다른 연령
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도 나타나나는 상인지 확인하

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규모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장 에도 불고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성 역할태도, 부모-자녀 계를 측정하는 

은 문항을 활용하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개
념 으로 포 성을 가질 뿐 아니라 측정학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한 재검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에 기 하여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확인하 다. 명확한 인과 계에 기 한 자

기효과와 상 방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종단자료에 

기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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