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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계층화 연구

한국사회의 종단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차 은 호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배경에 의해 자녀의 생애 기회가 점차

경계 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부모

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량이 계층화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

의 시간적 투자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양부모 가

정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학력집단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더 커졌는지를 확인하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Oaxaca-Blinder 분해분석을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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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살펴보았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차자료(2004년)와

4차자료(2014년)를 활용하였으며, 2004년 1,286가구의 시간일지

2,572부, 2014년 973가구의 시간일지 1,946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확대되었

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과거

에 비해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004년에는 가구특성에 대한 설명변수의 투입으로 학력

집단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는 반대

로 격차가 확대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자녀돌봄시간의 교육

적 격차에 대한 가구특성요인들의 영향이 시대별로 다르게 나

타난 것이다. 이는 가족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2014년 가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적 특성 요인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늘리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2004년과 2014년 공통으로 자녀돌봄시간에 일관된 영향

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평균 연령, 맞

벌이 형태였으며, 분석 시점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영향

력이 달라진 가구특성요인은 부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모

소득 비중이었다. 특히, 2004년에는 2004년에는 모 소득 비중이

가구 단위의 자녀돌봄시간과 음의 방향으로 상관되었으나,

2014년에는 그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역전되었다. 이는 2004년

-2014년 동안 부모의 양육 태도 및 환경이 변화하였음을 시사

한다.

넷째,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격차 중,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계수효과는 커지고 구성효과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었다. 계수효과가 커졌다는 것은 고학력 부모와



- iii -

저학력 부모 사이에 가구특성에 관한 설명요인 이외에 미관측

특성 및 행동체계의 차이가 늘어났음을 함축하며, 구성효과의

부호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가구특성의 차이로 인한 자녀돌봄시

간의 격차분이 과거에는 음(-)이었지만 양(+)이 되었음을 의미

한다. 즉, 2004년-2014년 동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것은 학력집단 간 양육에 대한 행동패턴

의 차이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가구특성 분포가 자녀돌봄시간

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돌봄

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벌어지고있다는 외국의 논의를 한국 사

회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돌

봄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

고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를 유인하는 복잡한 역동을 관련 설

명변수들로 분해하여 이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

였다. 이로써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종단적으로 커지는 원인

에 대하여 해외의 학자들이 제기한 해석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얼마나 적합하게 설명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 동안 이루어

지는 상호작용의 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자료의 한계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시간의 양과 질,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폭넓게 측정한 자료의 구축과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주요어: 자녀돌봄시간, 돌봄불평등, 초기 아동기, 계층화, 부

모의 투자, 시간일지, 분해분석

학 번: 2018-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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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회자되기 시작한 ‘수저계급론’에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든 사회에 대한 씁쓸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보유

한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 및 직업

성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김희삼, 2014; 최필선 &

민인식, 2015; 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피부

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세대 간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 수준

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차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Carneiro & Heckman, 2003;

Heckman & Masterov,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금전적 투자량이 높을 뿐 아니라(Duncan

& Murnane, 2011) 자녀의 요구와 감정에 더 구조화된 반응을 보이

며(Hoff, Laursen, Tardif, Bornstein, 2002), 심지어는 더욱 많은 시

간을 자녀와 함께함으로써 그들이 보유한 물질적, 인적 자본의 긍정

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Guryan, Hurst, & Kearney, 2008). 바꾸어

말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 시간적 투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투자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에서 생애 초기의 발달 기회가 보다 불평등해지고 세대 간 대물림

의 기반이 공고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배경에 의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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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기회가 점차 경계 지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더욱 불

평등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

간 투자’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돌봄시

간의 격차가 변화해온 추이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돌

봄시간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양적으로 나타내어준다. 자녀돌

봄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발달적 요구에 반응하고 양육에 대

한 책임을 수행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 자녀는 부모와 애

착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지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

극을 받는다(Fiorini & Keane, 2014; Fomby & Musick, 2018; Hsin,

2008; Wurtz, 2008). 특히 취학 전 자녀들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학교준비도와 추후 학교생활적응을 높

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시간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oak, 1999). 미취학아동들은 학교라는 가정 밖의 사회로 나아가기

전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전 기지를 마련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때문이다(Dickinson & Tabors, 2001; Macdonald

& Parke, 1984).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시간 투자가 금전

적 투자를 능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Del Boca, Flinn &

Wiswall, 2013)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들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에 체계적인 격차가 나타남을

지적한다(김소영, 2016; 노혜진, 2014; 송유진, 2011; 주은선, 김사현,

& 김민성, 2014; Bianchi, Cohen, Raley, & Nomaguchi, 2004;

Bonke & Esping-Andersen, 2009; Chalasani, 2007; Craig, 2006). 일

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격차를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또는 ‘자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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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간의 불평등’이라고 명명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의 격차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 발달기회의 ‘불평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노혜진, 2014; Bianchi et al., 2004;

Bonke & Esping-Andersen, 2009). 더 나아가 Chalasani(2007),

Sullivan(2010), Altintas(2016)와 같은 연구자들은 미국사회에서 부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을 밝히며, 교육받은 가정의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

사이에 금전적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적 투자마저도 점차 불평등해

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Putnam, 2016).

그렇다면,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갖는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이

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계층

화가 과거에 비해 더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녀돌봄시간을 횡단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한국 부모들의 자녀돌봄시간 결정 요인들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해

외와 마찬가지로 학력 집단 간 자녀돌봄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노혜진, 2014; 송유진, 2011; 이예림, 2018; 주은선 외,

2014), 이러한 차이의 정도가 시점에 따라 변화하였는지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자녀돌봄시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

본 종단연구들은 지난 십 수년간 평균적인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하며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난 구조적, 문화적 원인들

을 분석한 바 있다(김소영 & 진미정, 2016; 신윤정, 기재량, 우석진,

& 윤자영, 2014). 하지만 자녀돌봄시간의 평균적인 증가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종단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더욱 계층화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하였다(Sayer,

Bianchi, & Robinson, 2004). 즉, 국내에서 이루어진 횡단 및 종단연

구들을 통해서는 자녀돌봄시간의 횡단적 불평등 수준이 종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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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거나 수렴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편, 자녀돌봄시간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교육적 계층선이 시간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은(Altintas, 2016;

LaBriola & Schneider, 2018; Ramey & Ramey, 2010; Sullivan,

201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적 투자가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음

을 보이며 이에 대한 실증적 원인 분석과 정책적인 고민을 촉구하

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계층화가 심화된 배경에 인구사회학적, 문

화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Altintas, 2016). 자녀돌봄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변화, 이를테면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가정해체율이 증가하며, 적극적인 양육 패러

다임이 등장하고 성 평등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학력 집단에 따

라 다르게 적용 및 수용되면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증폭되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는 시도는 부족하여(LaBriola & Schneider, 2018)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왜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외국 선행연구들을 우리 사회에 대입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심

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한국사회도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극적 양육을 강조하는

육아지식이 확산되고 부부 간 평등한 자녀돌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는 등의 변화가 서구 국가들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

지만 동시에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등 한국만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이 존재하기

에, 국내의 고유한 맥락을 고려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어떻

게 변화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2004년과 2014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자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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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변화한 양상을 추적하였다.

첫 번째 연구질문을 통해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추세를 기술적으로

확인한 이후 그 추세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연구질문, ‘왜 이러

한 추세가 나타나는가?’를 이어 제기한다. 이는 자녀돌봄시간이 계

층화되는 배경을 밝힌 연구가 부족하다는 학술적 간극을 보완하고,

한국 사회에서 계층화 수준이 변화한 배경을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

여 추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 2014년 두

시기에 걸쳐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분

해하여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보고, 두 시기의 격차 발생 배

경을 비교 대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일반적

인 증가추세 속에 가려진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의 불평

등을 조명하고, 그것의 배경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 수준이 어떠한 구조 및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초기 발달 기회의 불

평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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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질문 및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변화해온 추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추이가 어떠한 구조적·문화적 변

화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

차가 종단적으로 커지고 있는가?

둘째,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커진(또는 커지지 않은) 것은

어떠한 구조적, 문화적 변화와 연관되는가?

본 연구는 다음의 구성에 따라 전개된다. 바로 이어지는 제2장에

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개념과 의미를 정립하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

및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를 횡단적,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제3장에서 정리한 뒤, 제4장에서 연구가설을 검

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

료와 연구대상, 주요 변수들의 측정 방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통계분석방법들을 설명하였다.

제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

해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이 2004-2014년 동안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살펴본 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

차가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확인된 변화의 배경을 이해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로 유효한 자녀돌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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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요인들과 방향성을 확인하고, Oaxaca-Blinder 분해분석을 통

해 자녀돌봄시간 격차가 확대된 배경을 밝힌다. 이후 제6장은 연구

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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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본 장은 크게 세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제1절을 통해 자녀돌

봄시간을 둘러싼 정의와 분류를 살펴본 뒤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

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증연구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결정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자녀

돌봄시간의 설명요인들을 개괄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

봄시간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제3절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에 관한 횡단적,

종단적 연구들을 검토하는 절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녀돌봄

시간 계층화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원인에 대하여 논의한

다.

제1절 자녀돌봄시간의 정의 및 중요성

1. 자녀돌봄의 정의

자녀돌봄시간은 자녀돌봄활동에 할애한 시간량을 지칭한다(Monna

& Gauthier, 2008). 자녀돌봄시간은 ‘시간’이라는 객관적이고 수량적

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녀돌봄에 대한 정의만 선제된다면

이를 측정하는 작업은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

만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 시간을 “모호한 경계 위에

있는 시간”(주은선 외, 2014: p. 370)이라고 본다. 그것은 자녀돌봄이

노동과 여가 중 어디에 가까운지, 그리고 가사노동과의 경계를 어떻

게 구분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관련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의미와 범주의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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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오랫동안 ‘무급노동’의 범주에 묻혀 있었다. 페미니스트 경

제학자 Folbre는 돌봄을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노동 활동으로 재

범주화 하고자 돌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며 측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주은선 외, 2014). Folbre(2006)에 따르면, 돌봄노동은 스

스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기관리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가정, 시

장, 사회가 제공하는 유무급의 활동 및 시스템이다(주은선 외,

2014). 이는 돌봄 대상자의 역량(capabilities), 즉 대상자의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건강과 감정조절 능력 전반을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이며(윤자영, 2018), 사적이고 감정적 개입이 동반된다는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물질적 자원, 물리적 환경, 사회적·인적 자본

등과의 결합으로 수행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Folbre, 2006). 이 중,

자녀 돌봄(child care)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노동을 지칭한다

(Folbre, 2006). 자녀돌봄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 조부모, 전문 베

이비시터, 데이케어 교사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부모에 의한 돌봄이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이고도 고유한 영향력을 특별히 고려하여 자녀돌봄을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만으로 한정하여 논의한다.

자녀돌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측정에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가

장 모호해지는 지점은 바로 일반적 가사노동을 간접적인 돌봄의 형

태로 인정하느냐, 그렇지않느냐는 것이다. 먼저, 가정관리 활동을 돌

봄시간의 일환으로 보는 연구들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요리하기,

장보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등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가족 돌봄을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가사 활동이 돌봄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돌봄 노동이 과소측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

한다(김경희 & 강은애, 2010). 반면에,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별개

의 범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이

질적인 효용과 목적, 특성 등에 주목한다(Hallberg & Klevma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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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Robinson & Godbey, 1999). 자녀돌봄시간은 가사노동과 다른

유인과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시간이므로 두 시간을 구분시킬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을 가사노동과 구별되

는 독자적인 시간 범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첫째, 돌봄행위자의

입장에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은 다른 종류의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가사노동을 가능한 한 회피

하고 싶은 소모적 시간으로 인식하는 한편, 자녀와 함께 놀고 자녀

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보고

한다(Juster, 1985; Robinson & Godbey, 1999). 다시 말해 부모에게

가사노동은 효용을 감소시키는 활동인 반면 자녀돌봄은 효용을 발

생시키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돌봄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이 발생시키는 효과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

지 않고, 그 결과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적 욕구를 매우 간접

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충족시킨다. 이와 달리 자녀돌봄시간은 자녀의

웰빙과 발달에 보다 밀접한 시간이므로(Altintas, 2016; Fomby &

Musick, 2018)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이 시간의 중요성이 가사노동시

간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아동기 발달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자녀

돌봄시간은 가사노동시간과 별도로 연구될 필요와 가치가 있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봄을 가사노동과 분

리되는 독자적인 시간 범주로 간주한다. 즉, 부모가 의존적 상태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자녀를 직접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책을 읽어

주고, 함께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자녀돌봄활동을 하였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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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돌봄시간의 분류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는 금전적 투자와는 달리 동일량의 시간이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자녀돌봄이 이루어지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녀의 웰빙과 발달에 유익한 돌봄이 이루

어지고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었느냐(child centered)에 따

라 그것의 성격과 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투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시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자녀돌봄은 그것의 목적에 따라 일상적 돌봄과 발달적 돌봄

으로도 구분된다. 일상적 돌봄은 자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자녀의 생존과 안전, 건강과 관계되는 돌봄을 지

칭한다(Leach, 1977: Craig, 2006에서 재인용). 여기에는 먹이기, 씻

기기, 옷 입히기, 간호하기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 이와 달리 발달적

돌봄은 자녀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돌봄활동을 일컫는

데, 대표적으로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와 같은 활동이 발달적 돌봄

활동으로 분류된다. 일부 연구들은 발달적 돌봄이 아동의 잠재적인

인적자본 향상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상적 돌봄시간에 비

해 더 가치있는 돌봄시간으로 취급하고, 발달적 돌봄시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Altintas, 2016; Bonke & Esping-Andersen,

2009). 하지만 본 연구는 자녀의 생존과 현재의 웰빙, 그리고 미래의

발달에 필수적인 일상적 돌봄과 발달적 돌봄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

정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돌봄에 할애한 시간을 모두 연구대상

으로 포괄한다.

다음으로, 자녀돌봄에 대한 주의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로서, 자녀

돌봄이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다른 활동과 동시에 부수적으

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전자를 1차적 돌봄(primary childcare), 후

자를 2차적 돌봄(secondary childca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Robinson, 1989). 예를 들어, 자녀와의 놀이에 온전히 집중한 시간

은 1차적 돌봄시간이지만, 부모가 청소를 하면서 자녀와 놀아준 시



- 12 -

간은 청소라는 주행동에 돌봄이 동시행동으로서 이루어졌으므로 2

차적 돌봄시간이라 볼 수 있다. 1차적 돌봄은 부모의 행위의 초점이

보다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녀와 강도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

진다는 특징을 갖는다(Bianchi, Robinson, & Milkie, 2006). 이에 반

해, 2차적 돌봄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대응하여 돌봄의 책임

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부모의 집중이 분산되어 돌봄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

다(Folbre & Yoon, 2007).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대다수의 자녀돌봄시간 연구들은 주행동으로

이루어진 1차적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자녀돌봄시간을 측정하였으나

(Folbre & Yoon, 2007; Guryan et al., 2008; Sayer, Bianchi, &

Robinson, 2004), 최근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함께 조사한 시간일지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2차적 돌봄까지를 자녀돌봄시간으로 포괄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주은선 외, 2014; Craig, Powell, & Smyth,

2014; Ramey & Ramey, 2010). 2차적 돌봄이 자녀돌봄시간에 포괄

되어야 한다는 연구들은 24시간이라는 자연적 제약하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종 다중작업

(multi-tasking)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Bianchi et al., 2006), 그에

따라 1차적 돌봄만으로는 자녀돌봄시간이 과소측정될 수 있음을 우

려한다(김소영 & 진미정, 2016; 윤자영, 2018; Folbre & Yoon, 2007;

Offer & Schneider,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면

서도, 자녀돌봄시간 연구의 전통적인 흐름에 따라 주행동으로 이루

어진 시간만으로 자녀돌봄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차적 돌봄시간은 자녀와의 강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므로 부모-자녀의 관계 및 자녀의 웰빙

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Bianchi et al., 2006). 본 연구

는 부모가 자녀돌봄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로서의 자녀돌봄시간보

다, 부모-자녀 간 관계 또는 자녀의 웰빙 및 발달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자녀돌봄시간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녀돌봄시간을 1차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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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한정하여 개념화하였다. 둘째, 응답의 신뢰성 때문이다. 24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며 보냈는지를 철저하게(exhaustive) 기입해

야 하는 주행동과는 달리, 동시행동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가 선택적

으로 기입할 수 있으므로 2차 돌봄시간은 응답자가 얼마나 성실하

게 일지를 기록하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응답

자의 응답 성실도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달라지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행동으로 이루어진 1차적 돌봄시간 만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가사 및 여가 등의 여

타 활동을 ‘함께’한 경우까지를 간접적 돌봄, 또는 소극적 돌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박은정 & 이성림, 2013; 주은선 외, 2014). 간접적

돌봄은 자녀와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자녀를 감독하며 정서적인 교

류를 나누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Folbre, Yoon, Finnoff, &

Fuligni, 2005; Folbre, 2006). 하지만 본 연구는 2차적 돌봄시간을

자녀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간접적 돌봄을 자

녀돌봄시간의 범위에서 배제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녀돌봄시간의 범위

는 1차적 돌봄으로 수행된 일상 및 발달적 돌봄시간이다. 이 시간은

부모가 자녀의 생존과 웰빙, 그리고 발달을 위해 온전히 집중한 시

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 : 사회자본이론의 적용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모의 시간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아이디

어에는 경제학, 사회학, 발달학을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다

(Österbacka, Merz, & Zick, 2010). 경제학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

적자본을 발달시키기 위해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간적 자원을

투입한다는 가정을 오래전부터 해왔으며(Becker, 1965), 발달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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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과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의 기

반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암묵적

으로 전제한다(Sroufe, 1988).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에 관한 이러한 가정과 전제들은 사회학자

James Coleman(1988)의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으로 이

론화된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관계 체계(social

structure)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본으로,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성취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자본’의

일환으로 인정된다(Coleman, 1988). 사회자본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서 책임(obligations)과, 기대(expectations),

신뢰(trustworthiness)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Coleman(1988)은 그는

그의 논문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에서

사회자본의 여러 기능 중 가정 안팎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과 교육적 성취에 매우 결정적임을 강조한다.

콜만의 사회자본이론으로부터 촉발된 다수의 후속 연구들은 부모-

자녀의 관계로 대표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기능에 주목하며, 이것

이 아동의 적응적 발달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

다(이재훈 & 김경근, 2007; McLanahan, 1985; McNeal, 1999). 특히,

학령전기 아동들에게 이러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보다 크

고 장기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Flouri & Buchanan, 2004; Senechal & LeFevre, 2002).

Welsh와 그의 동료들(2010)은 취학 전 영역일반(domain general)

지능의 발달이 학령기 영역특정(domain specific)지능의 성장을 예측

함을 보였다. 영역일반적 지능은 작업기억력(working memory)과

주의 통제력(attention control)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초기 아동기

에 가정 내 상호작용으로 발달되는 영역으로 알려져있다. Welsh et

al.(2010)은 활발한 가정 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 영역의 지능이

잘 발달된 아동일수록 추후 높은 문해력, 산수능력 등의 영역특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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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Algan과 그의 동료들(2014)은

취학 전기의 인지능력 이상으로 자기통제(self-control), 사회성

(social skill)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이후 아동들의 생애기

회를 누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의력이 산

만한 남아들을 대상으로 취학 전 비인지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non-cognitive skills training program)에 참가한 아동집단과 미참

가 아동집단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 발달 성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그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집단이 비교군보다 높은 청소

년기 학업성취 및 사회성을 보였으며, 주의력에 문제가 없었던 집단

(non-disruptive)과의 격차가 더욱 작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학령전기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유대관계

를 주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및 사회정서적 발달은 이후 아

동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자녀의 학교생활과 생애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정 내 사회자본의 구축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가정 내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강화되

는가? Coleman(1988)은 부모의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와

실질적인 관심(attention)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가정

내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전자는 사회자본 형성의 양적 조건이며 후자는 질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자녀돌봄시간은 가정 내 사회자

본 형성 및 강화를 위한 양적 조건으로서 그것의 중요성이 이론적

으로 뒷받침된다.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여러 양적 지표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 빈도,

자녀교육 관여(parental involvement) 빈도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서는 많은 실증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빈도가 아닌 연속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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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측정된 자녀돌봄시간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자녀돌봄시간은 부모의 일상을 추적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들의 24시

간 생활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일지(time diary) 자료가 축적됨

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 시

간일지 정보와 자녀의 발달성과에 대한 정보가 결합된 특수한 자료

를 활용해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소수의 연

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Hsin(2008)과 Thomsen(2015)은 각각 미

취학 연령 자녀와 취학 연령 자녀를 둔 가정을 샘플링 하여 발달적

돌봄시간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발달적 돌봄시간이

자녀들의 학업성취와 긍정적으로 상관됨을 밝혔다. 그리고

Wurtz(2008)는 전학령기 및 학령기 아동에 대한 자녀돌봄시간이 자

녀의 고등학교 진학률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며 교육적 지향

이 없는 자녀돌봄시간마저도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Fomby와 Musick(2018)

의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이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자녀 간 공유시간

(mother-child shared time)은 자녀의 읽기 능력과 청소년기의 외현

화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양육스타일이나 양육 전략 등

자녀돌봄시간의 질적 특성들이 이러한 관계를 크게 조절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생활시간과 발달수준을 분석한

Fiorini와 Keane(201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비인지적 기술은 부모

의 양육스타일과 상관되는 반면 자녀의 인지적 능력은 부모와 함께

한 교육적 시간을 통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투자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사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양육기술과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킨다

는 점(Fabricius & Suh, 2017)을 고려하면, 자녀돌봄시간은 부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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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간 상호작용의 질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녀돌봄의 양과 질 간의

이러한 상승작용은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을 배가시킨다.

이처럼 자녀돌봄시간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발달 불평등을 조

절할 수 있는 열쇠로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Coleman(1988)에

따르면, 부모의 인적, 경제적 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 발달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 필수적이다.

가정 내 사회자본의 형성 조건으로서 부모-자녀 간 양적, 질적 상호

작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상기할 때, 아동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

건들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 부모가 보유한 인적 및 경제적 자본,

부모-자녀 간 양질의 상호작용, 그리고 부모-자녀 간 충분한 상호작

용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부모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본의 차이가

주어진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자녀돌봄시간으로 대표되는 상호작용

의 양까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면 부모의 자본

에 따른 자녀의 발달 수준의 차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돌봄시간은 그 자체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인적자본

수준을 연결하는 교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자녀돌봄시간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본 연구

의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녀돌봄시간은

가정 내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자녀의 발달을 촉

진하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자녀돌봄시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거나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배경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과연 더욱 공고화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아동들이 부모와 상호작용하고 사회자본 및 인적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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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시킬 기회가 갈수록 불평등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분포 및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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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녀돌봄시간 결정 이론

가족은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서 스스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유지와 돌봄에 가족의 시간을 분배한다. 가족 단위의 시간 배분

은 구성원 간 협력과 분업, 또는 갈등과 협상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는 경제적 합리성, 권력, 관념 및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

동하며(주은선 외, 2014), 자녀돌봄시간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돌봄

시간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세 이론으로는 가용시간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역할관념이론이 있다. 이 이론들은 무급노동시간

결정 이론으로 출발하였지만 자녀돌봄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차용되는 경우가 많다(Monna & Gauthier, 2008). 본 절에서는

세 가지 이론들을 모두 검토하고, 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검증한 선

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에 관하여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설명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

1. 가용시간이론(Time availability theory)

가용시간이론은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이 풍

부할수록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론이다(Haas,

1999). 이 이론은 개인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예산(time budget)

하에서 합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

의 혼인상태 및 고용지위로 인해 시간제약조건이 많을수록 가용시

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

에 없다.

또한 가용시간이론은 부부간 자녀돌봄 협력 체계를 전제하여 개인

의 시간 제약을 파트너를 통해 상호 보완한다고 가정한다. 즉,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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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돌봄시간 분배 역시 부부의 상대적인 가용시간에 따라 합리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Coverman, 1985). 예를 들어 아버지의 근

로시간이 길어지면 아버지 본인의 자녀돌봄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어머니가 본인의 시간 제약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 돌봄의 책임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Hallberg & Klevmarken,

2003). 가용시간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부부는 개

인의 시간 제약을 보다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김진욱 & 고은

주, 2014) 가구 수준의 자녀돌봄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가용시간이론에서 자녀돌봄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유급근로시간이다. 유급노동시간은 가정의 생계에 필수적이

며 개인의 일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비탄력적 성격

으로 인해 다른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비해 개인의 재량에

따라 늘리고 줄이기 힘들다. 따라서 유급근로시간은 개인의 가용시

간을 제약하는 주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자녀돌봄시

의 상충관계(trade-off)를 확인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은 이 두 시

간 간의 반비례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소영 & 진미정,

2016; 성혜영, 2010; 이현아, 김선미, & 이승미, 2016; Baxter, 2009;

Heiland, Price, & Wilson, 2017; Nock & Kingston, 1988; Rapoport

& Bourdais, 2008;). 관련 분야의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Nock과

Kingston(1988)은 가구 수준에서 측정한 부모의 합산 자녀돌봄시간

(parental coverage)과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자녀돌봄시간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구수준과 개인수준 모두에

서 노동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사이에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뒤 이어 수행된 연구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자녀돌봄시간의 상쇄

효과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고하였고(Hallberg, Klevmarken, 2003; Rapoport & Bourdais, 2008;

Roesters, Lippe, Kluwer, & Raub, 2012),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는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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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ter, 2009). 일차 생계부양자로서 보다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

내는 아버지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결정

되는 경향이 큰 것이다. 한편 부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줄어드는 자녀돌봄시간은 직접적 돌봄시간보다는 주로 간접적 돌봄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Nock & Kingston, 1988; Rapoport &

Bourdais, 2008). 이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되는 외부적 상

황에 대응하여, 부모는 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 즉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 및 가사활

동시간을 조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용시간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고용상태 역시 자녀돌봄시간과 밀

접히 연관된다. 이는 외벌이 및 시간제 근로를 하는 가구일수록, 그

리고 근로스케쥴 상에 자율성이 큰 가구일수록 가용시간이 늘어 자

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Monna & Gauthier,

2008). 예상할 수 있듯, 관련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짧

았다(Bianchi, 2000; Hofferth, 2001; Sandberg & Hofferth, 2001). 하

지만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주로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Nock & Kingston, 1988). 그리고 근로스케쥴에 자율성이 있고

근로 중 자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들이 더욱 긴 시간을

자녀와 함께하기는 하나, 근로시간 이외 다른 근로 환경 특성이 갖

는 설명력은 미미하였다(Baxter, 2009; Roesters et al., 2012). 한편,

흥미롭게도 국내에서는 경제활동상태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조절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반일제나 미취업 어머니에 비

해 전일제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짧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

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주

은선 외., 2014).

부부의 협력체계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이 안정적 총량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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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하면, 부모의 가용시간은 부모의 유급근로시간이나 고용

상태뿐 아니라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양부모 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유급근로시

간이 길 때 상대 배우자가 자녀돌봄을 담당하며 자녀돌봄시간의 부

족분을 보완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정은 이러한 협조체계가 부재하

다. 따라서 부부의 합산 가용시간 안에서 상대적인 유급근로시간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배분된다고 가정할 때, 양부모 가구의 부부 합

산 가용시간이 한부모 가구에 비해 더 풍부하므로 양부모 가구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예상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Hofferth(2001)에 따르면 편

모 가정의 아동들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주당 12~14시간

가량 적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

의 자녀돌봄시간 만을 비교해도 생계 및 가사의 책임을 분담할 파

트너가 없는 편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보다 큰 시간제약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McLanahan & Schwartz, 2002), 양부모 가정

의 어머니들에 비해 짧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한다고 보고하였다

(Robinson & Godbey, 1999).

그런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가용

시간이론은 다소 상반된 방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가용시간이론의

관점에서는 학력 그 자체보다는 학력에 따른 기대소득 수준에 의해

유급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학력 부모의 높은 기

대소득은 고학력 부모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

도록 유인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고학력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오히려 크게 제한될 수 있다(Craig, 2006). 실제로 부모의 교육수준

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학력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는 것은 사실이었

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역시 더욱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고학력 부모가 높은 구매

력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을 외주화함으로써 유급노동시간 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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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약들을 완화시키고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한다고 해석하였다

(Craig, 2006; Guryan et al., 2008). 그런데,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상당히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가용시간이론이 저학력 부모들의 짧은

자녀돌봄시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역할한다. 예컨대 낮은 기본급을

초과수당으로 벌충하는 저학력 저소득 부모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고(배규식 외, 2011), 이러한 생계형 장시간 노동이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역할관념이론(Role ideology theory)

두 번째 자녀돌봄시간 결정 이론은 역할관념이론이다. 이 이론은

돌봄시간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Haas, 1991; Monna & Gauthier, 2008). 앞선 가용시간이론이 개인

들의 행위가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약되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 이론은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신념과 기대역

할의 주체적 힘을 중시한다. 역할관념이론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

치관에 따라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

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을 상정한다.

역할관념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가진 ‘바람직한 부모’와 ‘바람직한

아동기’에 대한 상(image)에 따라 자녀돌봄시간 양이 달라진다

(Bianchi et al., 2006). 이 이론에 따르면 규범적으로 적극적인 부모

역할(parental role)을 권장하는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러한 역할 규

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높은 가치와 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부모일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어진다(Bianchi et

al., 2006; Hofferth, 2003). 그리고 부모 역할 관념뿐만 아니라 성 역

할 관념(gender role)도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버

지의 성역할관념이 개방적일수록 아버지의 돌봄참여가 확대되고 자

녀돌봄시간이 길어진다고 알려져있다(Bulanda, 2004; Hoffe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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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실제로 자녀에 대한 투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아버지들

이 자녀돌봄에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가진 아

버지들이 자녀돌봄에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Macon,

Tamis-LeMonda, Cabrera, & McFadden, 2017). 하지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 역할 관념 역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ffman & Moon, 1999). 어머니가 가사 및 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신념을 가질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방해하

는 이른바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 효과로 아버지의 자

녀돌봄시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황윤하 & 김희진, 2015). 따

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역할 관념 조합 형태에 따라 부부간 자

녀돌봄 책임의 유연한 배분과 총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역할관념이론은 자녀돌봄시간과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

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오늘날 자녀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적극

적인 역할과 성 평등의 가치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교육은 사회

적 규범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기제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념에 더욱 빠르게 순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Craig,

2006). 따라서 역할관념이론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가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보다 큰 고학력 부모들에게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Guryan et al., 2008). 실제로, 다수의 실증연

구를 통해 고학력 부모들이 자녀돌봄시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이 시간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Bianchi et al., 2004; Bonke &

Esping-Andersen, 2009; Chalasani, 2007; Craig, 2006; Kalil et al.,

2012; Sandberg & Hofferth, 2001; Sullivan, 2010). 그 중,

Craig(2006)는 고학력 부모들이 유급노동시간을 늘릴 경제적 유인

(pull to work)과 자녀돌봄시간을 늘릴 관념적 유인(pull to care)을

동시에 갖는 상황에서 이들이 상반된 유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학력 어머니들은 저학력 어머니에 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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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노동시간이 더 길뿐 아니라 자녀돌봄시간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대신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더욱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Aguiar & Hurst, 2007; Guryan et al.,

2008)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간접적 돌봄에 비

해 직접적 돌봄에서(Guryan et al., 2008), 일상적 돌봄보다는 발달

적 시간에서 두드러졌다(송유진, 2011; Guryan et al., 2008; Kalil et

al., 2012). 이를 통해 고학력 부모들은 유급노동으로 인한 시간제약

이 더 큰 상황에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전략은 첫째, 가사노동시간

과 여가시간을 절약하여 자녀돌봄시간을 위한 가용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강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발달적 시간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다(고은주 & 김진욱, 2016). 다시 말해 역할관념이론의 예측대로 고

학력 부모들은 자녀돌봄을 중시하는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을 실천

하기 위해 여러 시간 배분 전략들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므로 관련 실증연구들을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3. 상대적 자원이론(Relative resources theory)

마지막으로 상대적 자원이론은 가구 내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둘

러싼 성 분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상대적 자원이론은 경제학에서

는 ‘시간 할당이론(Time allocation)’으로 지칭되고 사회학 및 여성학

에서는 ‘협상력 이론(Bargaining power theory)’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두 이론 모두 자녀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책임이 주로 부

부의 상대적인 생산성 또는 사회경제적 자원에 기초해 분배된다고

가정한다(김진욱 & 고은주, 2014; Kamo, 1988).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 시간할당이론과 협상력 이론은 상대적 자원이론이라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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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이론에 포괄된다. 하지만 시간 배분의 과정을 합의의 과정으로

보느냐, 갈등과 협상의 과정으로 보느냐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경제학자 Becker(1965)의 시간할당이론은 유급노동과 무급노

동에 대한 시간 배분이 가구의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가구구성원들의 분업 및 합의의 결과라고 보았다. 시장 생산성이 높

은 구성원이 유급노동에 특화(specialize)하고, 가사노동 및 돌봄의

생산성이 높은 구성원이 무급노동에 특화하여 가구의 외벌이 여부

및 생계부양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협상력 이론은 부부의

임금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가구 밖 사회적 지위가 가구 내 지

위와 협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비교

우위가 가사노동을 회피하는 유리한 협상 조건으로 작용해 유급 및

무급노동 책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김진욱 & 고은주,

2014; Bianchi, Milkie, Sayer, & Robinson, 2000). 실증연구들은 아

내의 상대소득 비중이 클수록 남편의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며 상대적 자원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안수미, 이기

영, & 이승미, 2013; Bianchi et al., 2000).

상대적 자원이론은 가구 내 여성과 남성의 자녀돌봄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여

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가구 단위의 돌봄시간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Bonke &

Esping-Andersen, 2009; 노혜진, 2014), 그 이유는 고학력 여성이 자

신의 협상력을 이용해 남성의 돌봄참여를 높이더라도, 자신의 돌봄

시간을 축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고학력 여성들은 남편의 육아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

신의 자녀돌봄시간을 높은 수준으로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협

상을 통해 획득한 (돌봄)시간이 취소된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이다

(Esping-Andersen, 2009: p.87). 이는 고학력 여성의 부모역할 관념

과 협상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의 높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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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여성의 가용시간을 높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고학력 여성은

자신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남성의 가사활동참여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Hook, 2006), 이는 고학력 여성의 시간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자녀돌봄시간을 더 확대시키고 그 결과로 부부의 합산 돌봄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Bonke&Esping-Andersen, 2009; Connelly &

Kimmel, 2009). 종합하면, 상대자원이론은 아내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참여가 활발해져 가구 차

원의 총 돌봄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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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자녀돌봄시간에 관한 세 이론들이 예측하듯이, 부모의 학력이 높

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늘어나는 관계는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송유진, 2011; 주은선 외, 2014;

Bianchi et al., 2004; Guryan et al., 2008; Hill & Stafford, 1974;

Hill & Stafford, 1980; Kimmel & Connelly, 2007; Sayer et al.,

2004; Sullivan, 2010). 본 절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국내외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어서 자녀돌

봄시간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격차가 지난 수 십년 동안 증가해왔음

을 밝힌 해외의 종단연구들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

회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는

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한 가설을 도출한다.

1.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밝힌 다수의 연구

중, Guryan과 그의 동료들(2008)은 대졸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학력

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주당 약 4.5시간 이상을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와 물리적으

로 ‘함께하는’ 시간 총량 자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무관하였지만,

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돌봄시간에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

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물리적으로 함

께하는 시간량 자체는 교육계층 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시간

중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한(child-centered)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Gurya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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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 특정 국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간 상관관계를 밝혔다면,

보다 거시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

봄시간 간의 상관성을 국가별로 조망하며 정책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대표적으로, Sayer, Gauthier, Furstenberg(2004)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한

현상은 아닐 수 있다는 통찰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교

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길어지는 상관관계가 모든 분석대상 국가들에

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

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아버지에게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자

녀돌봄시간 사이의 정적 관계가 유의미하였으나, 독일 아버지의 자

녀돌봄시간에는 학력수준의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노르

웨이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요

컨대,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가 저학력자라는 사실이 자녀돌

봄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자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버지들의 유급노동시간 압력을

완화해 교육의 영향력을 일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

진욱 & 고은주, 2014; Sayer et al., 2004).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녀돌봄시간 계층화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부모들에게서도 해외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김소영,

2016; 노혜진, 2014; 송유진, 2011;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 2014;

Cha & Song, 2017). 먼저 국내 최초로, 송유진(2011)은 통계청 생활

시간자료를 활용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유진(2011)은 1999년과 2009년에서

모두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에 비해 더 긴 시간을 미취학 및

취학자녀에게 투자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취학자녀 돌봄

시간의 경우, 일상적 돌봄과 놀아주기 시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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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송유진(2011)이 이러한 차이를 탐색적인 차원에서 확인하

였다면, 주은선 외(2014)는 소득, 직업 지위, 미취학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교육의

순수한 영향, 즉 교육을 통한 지식 및 관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유

진(2011)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간의 정적

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관계는 어머니에게서 더 선

명하게 나타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혜진(2014)은 비슷한 교육수

준을 가진 남녀가 혼인하는 교육적 동질혼(assortive marriage) 경향

과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계층화되는 경향이 교

차하며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이 한층 더 심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부가 모두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동질혼

부부는 하루 평균 171분가량을 자녀돌봄에 할애하는 반면, 부부가

모두 중졸 이하인 저학력 동질혼 부부는 78분가량을 자녀에게 할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 동질혼 부부와 저학력 동질혼 부

부의 자녀돌봄시간이 하루 평균 약 100분가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선 국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혜진(2014) 역

시 고학력 동질혼 부부가 저학력 동질혼 부부에 비해 돌봄시간의

절대량이 더 길뿐 아니라 돌봄시간이 보다 발달적 돌봄활동에 집중

됨을 보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돌봄시간이 부모의 교

육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포착해내고 한국부모들의 자녀돌봄시간 결

정 요인들을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러한 연구들은 특정한 연도의 자료만을 횡단적으로 분석하기 때문

에 이 연구들을 통해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수준이 시간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두 시점에 걸쳐 횡단분석을

한 연구들에서 교육의 회귀계수가 최근 년도에 더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김소영, 2016; 송유진, 2011),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교

육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할 뿐, 이를 검정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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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다만 국내 선행연구 중 1999년도와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양상을 교육

수준별로 살펴본 조미라와 윤수경(2014)의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시간에 따라 커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남성의 자녀돌봄시간이 고졸 미만의 저

학력 남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수준의 자녀돌봄시간 격차에 대해서는 종단적 변화

양상을 여전히 알 수 없으며, 자녀양육시간의 격차가 커진 원인 역

시 추론의 영역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

자녀돌봄시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의 관점으로 나뉜다. 첫

번째 관점은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

녀돌봄시간이 계층화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고등교육이 개

인의 양육에 관한 지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기제라는 측면을 강

조한다.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에 있어 부모

와 함께하는 시간이 갖는 가치를 잘 알고(Sayer et al. 2004;

Gauthier et al., 2004), 집중적 양육(Intensive parenting)(Hays,

1998)을 강조하는 양육 패러다임에 빠르게 순응하며(Craig, 2006;

Sayer et al., 2004), 대체 돌봄에 대하여 신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Monna & Gauthier, 2008).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가 상이하게 형성된다는 관점에

서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현상을 부모의 교육수

준에 따른 ‘자원’의 차이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학력계층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Edin & Kefalas, 2011).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등교육이 개인의

가치관과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높임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확대시킨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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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한다. 저학력 부모들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장시간 근로로

충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 스케쥴에 대한 자율성 및 통제권이

적고 가사노동을 외주화하거나 기계화할 수 있는 시장구매력이 낮

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고용지위 등의 조건

이 달라져 학력 집단 간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시간량 자체

가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Gracia & Ghysels, 2017).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둘러싼 ‘문화’ 대 ‘자원’ 논쟁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화의 효과를 지지

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편향은 선행연

구들이 활용한 방법론의 접근 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량이 달라짐을 보인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교육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조건(Altintas, 2016; Chalasani,

2007)과 사회경제적 조건(주은선 외, 2014; Craig, Powell, Smyth,

2014)을 통제한 다중회귀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동일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학력이 야기하는 자녀돌봄시간의 차

이를 교육에 의한 효과라고 결론지었다(주은선 외, 2014; Cha &

Song, 2017; Craig, 2006; Sayer, Gauthier & Furstenberg, 2004). 이

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의한 자원의 차이를 통제하고서

도 교육이 자녀돌봄시간에 격차를 야기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써 교육의 문화적 효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매개하는, 다시 말해 교육이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간접적

파생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Chalasani, 2007; Gracia & Ghysels, 2017). Gracia와 Ghysels(2017)

는 이러한 불균형적 연구 동향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녀돌봄시간

의 교육적 격차 중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인구학적 정보만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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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model 1)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model 2)을 단계

적으로 구성하고 model1에 비해 model2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분석 결과, 스페인 어

머니의 소득, 장시간 근로, 비정규 근로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

려한 이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영국이나 벨기에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파트타임 종사율이 높아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이후에 오히려

교육적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Gracia

와 Ghysels(2017)는 한 사회 내 저학력 부모와 고학력 부모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에 따라 교육 집단 간 자녀돌봄

시간의 격차 수준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Buchanan(2018)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학력집단 간 문화의 차이

와 자원의 차이로 나누어 두 요인의 상대적인 경중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고학력 어머니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Oaxaca-Blinder 분해방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주 평균 약 3.4

시간의 격차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explained)보다는 관측되

지 않는(unexplained) 문화의 차이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Gracia & Ghysels(2017)와 Buchanan(2018)의 연구는 자녀돌봄

시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을 넘어, ‘자녀돌봄시간이 무엇에 의해 계층화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과

분해분석 방법으로 자녀돌봄시간이 계층화되는 원인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자녀돌봄시간 계층화에 관한 연구에 깊이를 더하였다.

2.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의 종단적 추이

한편,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시간에 따라 더욱 커졌는지,

즉 ‘격차의 변화(changing difference)’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과거에 비해 더욱 계층화되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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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바 있다(Chalasani, 2007; Sullivan, 2010). 해당 연구들은 자

녀돌봄시간을 평균적으로 견인하는 거시적인 변화가 서로 다른 계

층의 부모들에게 상이한 작용을 일으키면서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키웠을 것이라 예측하였다(Altintas, 2016). 여성의 경제활동

이 증가하고, 가족구조의 구성이 변화하고, 양육 패러다임이 변화하

는 등의 구조적, 문화적 조류에 힘입어 고학력 부모를 둔 아동은 보

다 나은 발달기회를 누리게 되었지만 저학력 부모를 둔 아동들은

그러한 기회로부터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Chalasani,

2007; McLanahan, 2004).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자녀돌봄시간의 교

육적 격차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

녀돌봄시간의 평균적 증가 추세를 탐구한 종단 연구들을 먼저 고찰

한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증폭시키는 데 일조

한 거시적 변화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의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생활시간 데이터가

일찍부터 수집되기 시작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상 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자녀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ianchi, 2000; Gauthier, Smeeding, & Furstenberg, 2004;

Sandberg & Hofferth, 2001; Sayer, Bianchi, & Robinson, 2004). 같

은 시기 동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지고 가정해체율

이 증가하는 등, 자녀돌봄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Bianchi, 2011). 심지어 이러한 자녀돌봄시간의 증가추세는 비단 미

국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16개국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Gauthier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2004) 유사한 추세가 캐나다, 영

국 등 몇몇의 산업화된 국가들에게서 관찰되었으며, 국내에서 수행

된 연구들에서도 과거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되

었다(김소영, 2016; 송유진, 2011; 신윤정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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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자녀돌봄시간을 증가

시킨 구조적 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 자녀돌봄시

간이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가구당 자녀 수가 줄어들고 부모의 전

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등의 구조적 변화들이 언급된다(신윤정

외, 2014; Chalasani, 2007). 구체적으로, 산업화 사회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저출산 추세는 아동 1인이 갖는 중요성을 키우고,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돌봄시간을

늘리는 힘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주은선 외, 2014). 그리고

앞서 반복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를 늘리는 요인이므로 사람들의 평균적인 교육 햇수가 증

가하면서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가족해체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

회적 변화는 자녀돌봄시간을 압박하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신윤정 외, 2014; Gauthier et al., 2004). 이러한 변화들은 가구의

가용시간을 제한하고 시간압박을 늘림으로써 자녀돌봄시간의 증가

를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분해분석을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변화에 대한 구조적 설명

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최근의 자녀돌봄시간 증가 추세를 ‘비구

조적(문화적) 변화가 구조적(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압도한 것’으로

요약하였다(Sandberg & Hofferth, 2001). 다시 말해 부모의 학력, 연

령, 자녀수(Chalasani, 2007), 한부모 가정의 비율, 맞벌이 가구의 비

율(Sandberg & Hofferth, 2001)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는

자녀돌봄시간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고, 그 외 분석 모형을

통해 추산되지 않는 문화적, 행동적 변화가 자녀돌봄시간의 변화를

대부분 설명한다는 것이다(Champagne, Pailhe, & Solaz, 2014: 신윤

정 외, 2014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두 시점 간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분해한 신윤정 외(2014)와 김소영(2016)의 연구에서도 관측

되지 않는 규범 및 문화적 변화가 자녀돌봄시간의 증가를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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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규범 및 문화의 변화가 자녀돌봄시간을 압도적으

로 견인하였는가? 이에 대해 20세기 후반부터 양육관념과 성 평등

관념이 수정됨에 따라 부모들은 개인의 행동 양식과 시간 배분 전

략을 재조정하며 자녀돌봄시간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가장 빈번히

언급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20세기 말부터 부모의 적극적 양육과

개입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를 높인다는 과학적 연구

가 대거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발달학적 지식이 대중매체들을 통해

확산되며 집중적 양육(intensive parenting)이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

으로 등장하였다(Altintas, 2016; Hays, 1998). Hays(1998)에 따르면

집중적 양육 패러다임의 특징은 자녀 중심적(child-centered)이고,

전문지식에 기반하며(expert-guided), 감정 소모적(emotionally

absorbing)이고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이며 재정적으로 비싸다

(financially expensive)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 방식을 부모들이 바

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시간적 투자를 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자녀돌봄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 평등 관념이 확대되며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가

점차 증가한 것도 자녀돌봄시간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Bianchi,

2000).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의 돌봄시간보다 남성의 돌봄참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가구 단위의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Bianchi et al.,

2006),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가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줄어든 가용시간을 상쇄시키며 부부의 자녀돌봄시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Bianchi et al, 2006).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인구사회적, 문화적인 변화가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면, 또는 모든 교육계층의 부모가 같은

변화를 경험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달라진다면 자녀돌봄

시간의 교육적 격차 수준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중, 첫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ping-Andersen(2009)는 여성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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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 수준의 자녀돌봄시간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의 활동 범위가

가정 밖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모든 맞벌이 가구는 일과 가정 사

이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졌는데(Gornick & Meyers,

2003), 그 재조정 과정이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것이다. 상대자원이론을 상기하면 고학력 어머니들의 높은 사회

적 지위는 보다 높은 가정 내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고학력 어머니

들은 자신이 생계 부양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배우자를 가사

및 돌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시간압박이 감소하고 아버지의 돌봄참여가 확대되며 고학력 가구의

총 자녀돌봄시간이 증대된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저학력 어머니의 경우 남성의 돌봄참여가 미진한 수준에 그치며 여

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줄어든 자녀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을

통해 충분히 보충되지 못할 수 있다. 즉, 고학력 가구의 경우 어머

니의 경제활동참여가 가정 내 성 평등도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부부

단위의 전체 자녀돌봄시간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로 이

어지지만(Bianchi et al., 2006), 저학력 가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제활

동이 이와 같은 긍정적 연쇄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여 자녀돌봄시간

이 크게 늘지 못하는 것이다(Esping-Andersen, 2009). 이러한 주장

은 LaBriola와 Schneider(2018)의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이

들은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과 역할분업이 자녀돌봄시간의 절대적,

상대적 계층 격차를 상당히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교육계층의 상이한

성관념 및 젠더권력을 통과하며 자녀돌봄시간 상승폭에 차이를 야

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에 관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가정해체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가정해체율의 증가는 미

국 사회에서 1970년대를 기점으로 호황의 가도를 달리던 시기가 점

차 끝이 나고 남성실직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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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경제적 불황은 이혼율 및 미혼출

산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Conger, Rueter, & Elder, 1999), 상대

적으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저학력 계층이 경제 불황의

타격을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McLanahan & Percheski, 2008).

그 결과, 이혼율과 미혼모 및 미혼부 가구의 비율이 저학력 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는 저학력 가정의 아동들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가 물리적으로 부재한 가정에 놓일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자녀

돌봄시간의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tintas, 2016; McLanahan, 2004; Putnam, 2016). 실제로, 미취학자

녀에 대한 발달적 돌봄시간의 변화 추세를 부모의 교육지위 별로

살펴본 Altintas(2016)의 연구에서 1965년부터 2013년에 걸쳐 대졸

부모와 고졸 부모의 발달적 돌봄시간의 격차가 증폭되었는데, 자녀

와 별거 중인 아버지까지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그 격차가 보다 커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아버지에

대한 접근성이 계층화되면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동원해 교육계층 간 늘어

난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한 LaBriola & Schneider(2018)은, 모의 교

육수준에 따른 결혼지위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자녀돌봄시간의 절

대적 격차가 더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심화된 배경으로 문화적 변화를

지목하는 관점에서는 양육에 관한 지식과 관념의 변화가 자녀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가속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고려된다(Chalasani,

2007; Ramey & Ramey, 2010). 부모들의 양육 방식은 아동 발달에

관한 이론과 지식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

모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육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양육 지식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자신의 양육 관행을 수정

한다(Bronfenbrenner, 1958: Hoff et al., 2002에서 재인용). 앞서 언

급했듯, 1900년대 말에 부모의 적극적인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자

녀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증거기반지식이 생산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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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새로운 양육지식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부모를 중심으

로 수용되고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 패러다임은 기존에 유행해온 양육 방식과는 달리,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Hays, 1998) 저학력 가구는 양육

관행을 수정하는 데에 높은 진입장벽을 느낄 수 있다(Altintas,

2016). 결국 적극적 양육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토

대를 갖춘 고학력 부모는 보다 원활하게 자녀돌봄시간을 늘리는 데

에 반해, 그렇지 못한 저학력 부모는 고학력 부모의 급격한 증가 속

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점차 성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화적 변화 역시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와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전통적 성 역할이 약화될 때 여성의 자녀돌봄시간이 줄어들

기보다 남성의 자녀돌봄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간 배분이 조

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ianchi et al., 2006), 아버지의 성 관념

이 평등할수록 가구 단위의 자녀돌봄시간이 확대된다. 그런데 평등

한 성역할 규범 역시 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흡

수되기 때문에 고학력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보다 큰 폭으로 확대

되고 그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

(Esping-Andersen, 2009; Sullivan, 2010). 요컨대, 부모 역할 관념과

더불어 성 역할 관념이 거시적 수준에서 변화하면서 자녀돌봄시간

을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것이 가정의 교육수

준에 따라 다른 강도로 수용되면서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폭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자녀돌봄시간이 보다 계층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학위 보유 여

부가 더 이상 계층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면

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사라졌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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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견도 존재한다(Craig, Powell, & Smyth, 2014). 과거에는 대

학학위가 물질적, 문화적 우월성을 나타내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대

학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학학위가 갖는 희소성과 상징적 의

미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자녀돌봄시

간을 구분 짓는 힘도 자연스럽게 약화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

하다(Craig et al., 2014). 실제로 호주의 1992년도~ 2006년도 생활시

간자료를 활용하여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Craig와 그의 동료들

(2014)은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학력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양육규

범 및 성 평등 규범 등 자녀돌봄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자녀돌봄시간의 계

층화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먼저, 한국 역시 가정해체율이 높

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산업화된 국가들이

앞서 경험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유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구

의 선진 산업국가와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녀를 둔 결혼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여성가족부, 201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는 여

전히 5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황수경, 2002),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4%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통계청, 2017)1). 이러한 통계치들은 편모가정의 비율이

1960-2016동안 8%에서 23%로 3배 가량 훌쩍 뛰고(U.S. Census

Bureau, 2016) 취업모의 비중이 71.5%에 달하는 미국사회(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와는 상당히 다른 사회상을 보여준다. 한

편 성평등 및 양육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변화는 해외 선진국

1) 통계청 e-나라지표, 지역별고용조사의 맞벌이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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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성 평등을 향한 진보의 국면을

살펴보면, 국가 성 평등 지수가 2012년 68.7점에서 2017년에 71.5점

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중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의 지수 값은 동

일한 기간 동안 69.7점에서 74.1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여성

가족부, 2018). 또한 자녀에 대한 시간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국

내연구 결과들은(김소영, 2016; 신윤정 외, 2014) 부모의 양육과 자

녀 발달에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주은선

외, 2014). 이와 같은 인구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자녀돌봄시간 계층

화에 대해 갖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련의 변화

들이 어떤 집단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들의 자녀돌봄시간은 부모의 노동시장환경과 자녀양육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관련 사회정책의 변화 양상 역시 고

려할 필요가 있다(현재은, 2014). 경제 수준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자

한국 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일-가

정 양립이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 영역에서는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체제를 개선하고자 법정근

로시간 단축 및 주5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에 대

해서는 특별히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

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아동정책

영역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아이돌보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해왔다. 구체적으로, 2006년~2012년

에는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였

고, 2013년에는 전 계층에 대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보육지원제도는 일-가정 양

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지만 이에 접근하는 전략은 정반대

된다. 전자는 근로시간을 줄여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후자는 반대로 자녀돌봄의 외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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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모의 근로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들의 이용 패턴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데, 이를테면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지원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고용

보험 가입자와 300인 이상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유해미, 2014). 이처럼 전 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보육서비

스와는 달리 부모의 직접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 계층, 주로

고학력 계층에 편향되어 적용된다면 이는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지난 경험이 서로 다른 학력의 부모들에게 어

떤 영향력을 미쳤을지에 대해 조미라와 윤수경(2014)의 연구는 유용

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은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양상

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는데, 가사노동을 집안일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 남성의 자녀돌봄시

간이 고졸 미만의 저학력 남성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거시적 변화가 실제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투자를

보다 계층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종단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원인

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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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자녀

돌봄시간의 계층화 수준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에 관

한 첫 번째 연구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고

찰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첫 번째 연구질문에 대한

연구가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질문 1]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

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가설 1.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졌을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구 목적은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벌어진

(또는 벌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구하는 것이다. 계층화

가 변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가

설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탐색적 성격을 갖는 두 번째 연구 목

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하위 연구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가설을 대신함을 미리 밝힌다.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2014년 동안 변화한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자녀돌봄시간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련 요인들을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역할 관념 특성

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중 관측된 특성 요

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explained)과 그 외 설명되지 않는 부분

(unexplained)의 크기 및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로써 2004년-2014년 사이에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수준이 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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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학력 집단 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적 특성 차

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문화적, 행동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된 부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녀돌봄시간 격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과 하위 질문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질문 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수준

이 변화한 것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가?

연구질문 2-1.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교육

적 격차 중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역할

관념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explained) 부분과 설명

되지 않는(unexplained) 부분이 2004년에 비해 2014

년에 커졌는가?

연구질문 2-1-1.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교

육적 격차 중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

이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커졌는가?

연구질문 2-1-2.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교

육적 격차 중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

분이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커졌는가?

연구질문 2-1-3.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교

육적 격차 중 성 역할 관념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이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커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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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 수준을 종단적으로 살펴보

는 연구로, 자녀돌봄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시점 간에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돌봄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자

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정보가 다

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간조사자료는 자녀돌봄시간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국민의 평균적

인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떻

게 보내는지를 조사한다. 응답자들은 시간일지(time diary)에 자신이

한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일기를 쓰듯이 기록한다. 예컨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어떤 행위를 어디서, 누구와 하였는지를 기입하는 것

이다. 이렇게 시간 일지로 시간 사용을 조사할 때, “주 평균 몇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십니까?”라는 질문과 같이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

돌봄시간을 묻는 설문방식(crystalized question)에 비해 기억오류

(recall error)가 훨씬 적다(Folbre, Yoon, Finnoff, & Fuligni, 2005;

Juster, 1986; Juster & Stafford, 1991; Monna&Gauthier, 2008). 뿐

만 아니라 응답자에게 자녀돌봄시간을 직접 질문할 경우 양육에 대

한 사회적 관념을 의식하여 실제보다 자녀돌봄시간을 길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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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에 취약한 것

이다(Altintas, 2016; Bianchi et al., 2006; Juster, 1986). 하지만 시간

일지는 특정 활동에 할애한 시간량을 질문하지 않고 짧은 시간대에

수행한 활동을 묻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보다 사회적 관념의 영향으

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시간사용을 보고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돌봄시간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녀돌봄시간은 가사노동과 모호

한 경계를 공유한다. 이 때문에 자녀돌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가사

활동을 간접적 돌봄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Folbre, 2006). 그런데 만약

부모들에게 “주 평균 몇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십니까?”와 같은 질

문으로 자녀돌봄시간을 측정할 경우, 돌봄에 대한 개개인의 상이한

정의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비일관적으로 보고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는 시간까지를 자녀돌봄의

일환이라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대면하여 직접 돌본

시간만을 돌봄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된 정의

에 따라 시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녀돌봄이 이루어진 맥락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생활시간자

료는 돌봄 행위가 주된 행동으로서 이루어졌는지, 동시 행동으로서

이루어졌는지, 부모가 다른 행동을 할 때 자녀를 동반하였는지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설정한 자녀돌봄

시간의 정의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을 측정하고 개인 간, 시점 간 비

교를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돌봄활동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일상적 돌봄시간과 발달적 돌봄시간을

별도로 측정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돌봄과 관련

한 행동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2) 라는 중분류 하에 ‘신체적 돌보

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로 세분화된

2) 2014년에는 ‘함께 사는 10세 미만 아이 보살피기’라는 중분류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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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따라서 자녀돌봄시간의 총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일상적 돌봄시

간과 발달적 돌봄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료의 표본이 연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시점 간 비

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생활시간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며(통계청, 2015),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추출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대표성있게 추출된다. 1차로 16개 시도에서 확률비례추출방법

(probability proportionate sampling)을 통해 조사구를 추출한 뒤, 조

사구 내에서 조사가구는 단순임의추출방법(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로서(통계청, 2015), 1999년을 시작으

로 2004년, 2009년, 2014년에 걸쳐 총 4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차수별로 약 17,000가구, 12,750가구, 8,100가구, 12,000가구가 참

여했다. 생활시간조사의 표본추출법과 큰 표본 규모를 고려할 때,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한 과거의 부모들과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생활시간조사는 당대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

표하는 반복횡단조사(repeated cross-sectional data)로서 자녀돌봄시

간의 교육적 격차를 두 시점에 걸쳐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적과 조응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의 24시간 일상생활패턴 뿐만

아니라 성별, 혼인상태, 가구규모 등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와 교육

수준, 소득, 직업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함께 조사한다. 이

를 통해 본 연구는 교육집단 간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을 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3) 2014년에는 ‘아이 가르치기’라는 하위행동분류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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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엄밀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분석

하거나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관련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

다.

이상의 이유들로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 2차 자료

(2004년)와 4차 자료(2014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4) 다만, 추이 분

석에 3차 조사(2009)는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본 규모가 다

른 차수의 조사에 비해 확연히 작아 안정적인 시점 간 비교가 어렵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시간조사는 연속 이틀 동안의 48시간을 조사5)하는데,

조사 대상자 중 40%는 평일 이틀(화-수, 목-금) 동안 조사에 참여

하고, 40%는 평일과 주말에 걸친 이틀 동안 조사에 참여하며(금-토,

일-월), 나머지 20%는 주말 이틀 동안 조사에 참여한다(토-일). 연

구에 따라 이틀 동안의 시간 일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첫

번째 방법은 이틀 치의 응답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이때는 평일

과 주말에 걸쳐 조사에 참여한 그룹만을 샘플링한 뒤 그들의 응답

을 요일별로 가중평균(평일 응답에 5/7, 주말응답에 2/7의 가중치 부

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예림, 2018). 그런데 이 방법으

로는 평일과 주말의 이질적인 생활 리듬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한계

가 있다. 특히 자녀돌봄의 경우 평일보다 주말에 자녀돌봄이 집중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평일과 주말의 자녀돌봄시간을 가중평균

값으로 가공시킬 경우 요일별로 상이한 시간 배분 전략을 확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방법은 조사된 이틀 중 평일 또는 주말 응답 자

4) 시범조사로 실시된 1차 조사(1999년)의 경우, 다른 연도와 시간일지 작성법이나

가구원 및 가구에 대해 묻는 내용이 달라 통일성 있는 시점 간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제한다.

5) 응답자는 연속 이틀동안 시간일지를 작성한다. 조사 가구를 무작위로 A, B, C,

D, E 그룹으로 배정한 뒤, A그룹은 금-토, B그룹은 일-월, C그룹은 화-수,

D그룹은 목-금, E그룹은 토-일에 걸쳐 시간일지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튿날의

응답자료만을 활용할 때, 토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자료가 분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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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주은선 외., 2014). 이 방법은 평일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돌봄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에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양일 중 둘째 날의

응답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이다(손애리, 2000). 이 방법은 첫째 날

응답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보완할 만한 유용

성을 가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채택된 바 있다. 우선 조사 대

상자 일부가 제외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과는 달리 조사대상자

전원이 잠재적 연구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응답 첫째날 보다 이튿날에 응답 요령이 익숙해지면서 시간일지가

보다 성실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데(김정석, 2005; 손애리, 2000;

송유진, 2011), 이튿날 자료만을 활용함에 따라 응답 요령에 따른 차

이가 통제되고 보다 성실한 일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째 자료 활용 방법의 장점을 고려해 이튿날의 시간일

지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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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첫째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양부모 가구이다. 첫

째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라는 것은 가정에 학령기 이상의 아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첫째, 미취학아동이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부

모의 돌봄에 대한 시간수요가 크기 때문이다(Sayer, Bianchi, &

Robinson, 2004).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

이지만, 어린 연령의 자녀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에도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어린 아동을 둔 부모가

시간 압박에 특히 더 취약한데(Hallberg & Klevmarken, 2003), 이러

한 시간 압박을 해소하는 가족의 전략이 부모가 보유한 자원과 기

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둘째로,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미취학 자녀의 발달에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아동기의

경험과 발달은 생애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Carneiro &

Heckman, 2003), 어린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

해 부모가 충분한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유아기가

아동의 인지 비인지적 발달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시기라는 대중지

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취학자녀에 대한 시간투자가 보다 민감하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Craig et al., 2014). 학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육자의 역할이 강조되고(Hays, 1998), ‘critical period’ 또

는 ‘early years’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지식을 접한 부모들이 다른 연령의 자녀보다도 미취학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Craig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시간 투자를 가장 필요로 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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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시간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 중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

는 가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자녀돌

봄 행위를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로 구

분한 것과는 달리, 2014년 조사에서는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

이 돌보기’와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로 구분한다.

즉, 2014년의 ‘만 10세 미만 자녀 돌봄’ 범주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을 측정할 경우에 해당 돌봄시간에 만 7세~9세 취학 자녀 돌봄시간

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 돌봄시간을 정확하

게 측정하기 위해 취학연령 아동이 있는 가구를 배제하였다6). 그리

고 통일성 있는 반복횡단 표본을 구성하기 위하여 2004년의 경우에

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였

다7)8).

또한, 본 연구는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양부모 가구만으로 연구대

상을 한정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 자녀돌봄

시간 결정 이론 중 상대자원이론과 성 역할 관념이론은 양부모 가

구를 전제한 이론으로, 부모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돌봄

시간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이론적 틀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한부모 가정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9)

6) 2014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1616가구) 중 취학 연령 자녀가 있는 499개의

가구를 제외하였다.

7) 2004년 자료의 경우 10세 미만 자녀의 수나 연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만 7세 이상의 취학자녀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가 단 10분이라도 관측된

경우에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다고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이는 김소영(2016)의

샘플 구성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8) 2004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2251가구) 중 취학 연령 자녀가 있는 726개의

가구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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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생활시간조사의 2차조사(2004년)와

4차조사(2014)에 참여한 미취학 자녀의 부모이다. 2차 조사(2004)와

4차 조사(2014)에는 각각 11,702개, 11,902개의 가구가 참여하였는데,

그 중 첫째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가구 수는 2004년 1,525개, 2014

년 1,117개이다. 그런데 양부모 가구 중 부부가 모두 조사에 참여하

지 않은 가구와10) 부모 모두가 무직 상태인 가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11).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최종 가구 수는

2004년 1,286개, 2014년 973개이며, 최종 분석대상자는 2004년 2,572

명, 2014년 1,946명의 부모이다.

9) 첫째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가구 중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는 2004년 35사례,

2014년 20사례를 제외하였다.

10)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혼인상태를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고

있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지만 부부의 응답자료를 쌍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결측으로 간주하고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삭제된 사례 수는

2004년 119가구, 2014년 109가구이다.

11) 부모가 모두 무직인 가구의 경우 사례 수가 매우 적을뿐더러 다른

설명변수들과 완전한 다중공선성을 띄어 해당되는 사례들(2004년 29 케이스,

2014년 15 케이스)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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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자녀돌봄시간

연구질문 1과 2의 종속변수는 자녀돌봄시간이다.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본 연구의 정의를 상기하자면, 자녀돌봄시간이란 자녀의 기본

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돌봄에

집중한 시간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녀돌봄시간을 ‘주 행동으로 이루

어진 신체 및 발달적 돌봄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동시행동으

로 수행된 돌봄활동이나 자녀를 단순히 동반한 여가, 가사노동, 이

동 등의 활동은 돌봄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을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 돌봄 활동량으로

측정한다. 가구 단위의 자녀돌봄시간은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과 어

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더하고, 부모가 동시에 자녀를 돌본 시간을

빼어 측정한다(Nock & Kingston, 1988; Rapoport & Bourdais,

2008). 부모의 동시 돌봄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시간대에 자녀를 돌보았을 경우 자녀의 입장에서 돌봄이 이

루어진 시간량이 중복 측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생활시간자료는 행

위자를 중심으로 미취학 자녀 돌봄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자녀돌봄시간은 말 그대로 가구에서 이루어진 자녀돌봄활동의

총량을 의미한다. 즉, 미취학 자녀가 가구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가 돌봄을 제공한 시간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은 시간

이 불일치할 수 있다.

자녀돌봄시간은 통계청 생활시간자료의 행동분류표에 따라 측정하

였다. 행동 분류표에는 ‘미취학 아이 돌보기’의 중분류에 ‘신체적 돌

보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가 속해

있다.12) 이 중 ‘신체적 돌보기’는 일상적 돌봄에 해당되고, ‘책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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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및 놀아주기’는 발달적 돌봄에 속한다. 종속변수인 자녀돌봄시

간은 ‘미취학 아이 돌보기’에 해당하는 네 가지 행동의 활동 시간을

총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돌봄시간량은 연속변수로서 분 단위로 측

정하였다.

2. 독립변수: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년제 미만

대학, 4년제 이상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질문한다.13)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부모의 개인 학력수준을 고졸 이하의 학력 집단과 4

년제 미만 대학(전문대) 재학 경험이 있는 학력 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다시 말해 고졸이거나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를 저학력 집

단으로 분류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거나 그 이상의 교육

을 받은 부모를 고학력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을 더 세분화

하지 않고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이후 부부의 학력을 조합

하여 부부 단위의 교육수준을 재구성할 때에 너무 많은 범주가 만

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졸 이하와 전문대 이상으

로 학력을 구분한 것은 이렇게 학력집단을 범주화할 때에

2004~2014년 동안의 향상된 교육수준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선행연

구를 참고한 것이다(김소영, 2016).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을 조합하

여 저학력 동질혼 가구(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저학력자인 가구), 고

학력 저학력 혼합가구(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은 저학력, 한 명은

고학력자인 가구), 고학력 동질혼 가구(부모 모두 고학력자인 가구)

12) 2014년은 ‘10세 미만 아이 보살피기’라는 중분류에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의 다섯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있다.

13) 2004년 자료의 경우 학력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년전문대,

대학, 대학원 7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나, 2014년의 경우 대학원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세분화하여 8개의 범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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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편의 상 세 유형의 가구를 저학력 가구, 중위학력 가

구, 고학력 가구로 지칭하였다. 분석 모형에는 저학력 가구를 기준

집단으로 두 개의 더미변수가 투입되었다.

3. 자녀돌봄시간 격차 설명변수

다음의 변수들은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로 고

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격차를 설명하는 설명변수

들이다. 자녀돌봄시간에 관한 체계적 문헌연구(Monna & Gauthier,

2008)에 따르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부모

와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 그리고 부모역할, 성 역할 등에 관한 관념적 특성 변수로 범

주화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

간 격차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

특성 변수로 분류하였다.

설명변수 중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을 고려하였으며 사

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맞벌이 형태, 유급근로시간, 소득수준,

모 소득 비중 등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그

리고 가구의 성 역할 관념 특성으로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주관

적 인식 변인을 고려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14)

가구 단위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

이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부모 개인의 만

14) 자녀돌봄시간을 결정짓는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변수는 부모의 성별이다(Bianchi, 2000). 하지만,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개인간 차이가 아닌 가구단위의 차이를 분석하므로 부모의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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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부부 단위의 연령대로 재구성하였다.15) 따라서 어머니의 만

나이와 아버지의 만 나이의 평균치를 부부의 연령대를 나타내는 대

푯값으로 사용하였다. 부모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부모의 고용상태, 유급근로시간, 소득수준, 모 소득 비중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모의 가용시간과 부부 간 평등하고 유연한 돌

봄 책임 분담에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에게 할애하는 시간량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고용상태, 즉 부

모의 맞벌이 형태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

구(Nock & Kingston, 1988; Bianchi, 2000)를 토대로, 부모의 고용상

태를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을 하

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부모 중 한 명만 일

을 한 경우는 외벌이로 분류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를 전일제 맞

벌이 가구와 반일제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고용형태의 범주를 보

다 세분화하였다. 맞벌이 가구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 주당유급

근로시간이 모두 35시간 이상인 경우 전일제 맞벌이 부부로 구분하

고,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다른 한 명

은 3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 반일제 맞벌이 부부로 구분하

였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전일제 맞벌이 가구, 반일제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 총 3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변수의 코딩

은 가장 가용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일제 맞벌이 가구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반일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를 더미변수

로 투입하였다.

15) 아내와 남편의 연령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 부부 연령대라는 변수로 재구성한

것은 아내와 남편의 연령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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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부모가 자녀돌봄에 할애할 수 있는

가용시간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유급근로시간 변수를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근로시

간 길이와 자녀돌봄시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같은 전일

제 맞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시간근로

의 빈도가 다를 수 있고(김선미, 2012; 배규식 외., 2011), 2004년부

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법정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주5일제의 등의 노

동시장정책으로 근로시간 길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

로시간의 영향력이 변화하였는지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급근로시간과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모형에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가구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가 온전히 가용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Nock & Kingston, 1988). 부모의 유급근로시간은 ‘지난

1주간 주업과 그 외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 각각 몇 시간 일하셨습

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주업 및 부업시간의 합산으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연속변수로 분석모형에 투입되었다. 본 연구가 응답자의

시간일지를 통해 유급근로활동에 할애한 시간을 직접 관측하는 대

신 주당 유급근로시간에 대한 자기보고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자녀

돌봄에 관한 결정은 당일의 유급근로시간보다 평균적인 주당 근로

패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Connelly &

Kimmel, 2009; LaBriola & Schneider, 2018).

또 다른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가구

소득은 유급근로시간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가사노동을 아

웃소싱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소득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부부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16)하여 가구소득수준을

16)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을 연속변수가 아닌 서열변수 형태로

조사하였다. 소득 구간은 총 11개로, 최소 구간은 ‘0~50만원’이고 최고 구간은

‘500만원 이상’이다. 개인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하고 나누는 등 사칙연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열변수인 소득수준을 연속변수 형태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구간을 소득 구간의 중앙값으로 대체하였다. 다만 중앙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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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17). 한편, 시점 간에 실질적 소득의 영

향력을 비교 가능하도록 2004년과 2014년의 월평균 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의 기준연도(2015)의 물가수준으로 변환하였다.18)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 모의 상대 소득 비중을 포함한다.

상대 자원 이론에 따르면, 모 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남성의 자녀돌

봄 참여가 확대되어 가구 수준의 자녀돌봄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모의 상대소득 비중은 부부의

합산 월 평균소득 중 아내의 월 평균소득의 비중을 백분율로 산출

하였다. 아내의 소득 비중 역시 연속변수로 측정된다.

3) 성 역할 관념 특성

역할관념이론에 따르면, 부모 역할 또는 성 역할에 대한 관념에

따라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량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자

료를 통해 관측할 수 있는 부모의 주관적 성 역할 관념을 자녀돌봄

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설명하는 마지막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성 역

할 관념 수준은 남성이 생계를 전담하고 여성이 가정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동의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다(Davis &

Greenstein, 2009: 김소영, 2016에서 재인용). 생활시간조사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를 응답자들에

게 질문한다. 본 연구는 이 문항에 ‘적극 찬성’ 또는 ‘약간 찬성’이라

응답할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가지고 있고, ‘약간 반대’ 또

는 ‘적극 반대’라고 응답할 경우 개방적인 성 역할 규범을 가지고 있

구할 수 없는 ‘500만원 이상’의 경우, 임의로 525만원으로 대체하였다.

17)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는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2004년 자료의 경우 부모의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다. 따라서 부부 개인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측정하였다.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다음 12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18) 2015년의 물가수준(100)을 기준으로, 2004년과 2014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각각 76.3과 9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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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성역할 관념을 가구 수준으로 재구성한

김소영(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 모두가 평등한 성 규범을 가

지고 있는 가구, 여성만 평등한 성 규범을 가지고 남성은 전통적인

성 규범을 가진 가구, 반대로 남성만 평등한 성 규범을 갖고 여성은

전통적인 성 규범을 가진 가구, 그리고 아내와 남편 모두 전통적인

성 규범을 가진 가구, 총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부모 모두

전통적 성 규범을 가진 집단의 자녀돌봄시간이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세 개의 더미 변수를 투입하였

다.

4. 통제변수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타 가

구원의 동거 여부를 통제하였다. 핵가족 여부는 해외 선행연구나 국

내 선행연구가 크게 주목하지 않은 변수이지만, 조부모나 부모의 형

제 등의 기타 가구원이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

와 미취학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아닐 경우, 다시 말해 가구에

부모 이외에 다른 성인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0=핵가족 아님, 1=핵

가족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시간 사용 리듬에 영향을 미쳐 자녀돌봄시간양을

변화시키는 ‘조사 요일(주중, 주말)’을 통제한다. 본 연구는 이틀에

걸쳐 작성된 시간일지 중 이튿날의 자료만을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

서 월, 수, 금, 토, 일요일에 작성된 시간일지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

다.19) 따라서 평일(월, 수, 금)의 응답과 주말(토, 일)의 응답을 구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요일을 0=평일, 1=주말로 코딩하여 더미변

19) 총 분석 대상 가구 중, 2004년 주중 응답자는 759명, 주말 응답자는 606명이고,

2014년 주중 응답자는 559명, 383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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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투입하였다.

그런데 자녀 수, 자녀 연령 등과 같은 자녀 특성은 돌봄 수요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자녀의 연령이 어

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긴 돌봄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고은

주 & 김진욱, 2016; 이예림, 2018; Hallberg & Klevmarken,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자료의 한계로 자녀 관련 요인을 통

제하지 못하였다20). 이에 따라, 자녀 연령의 효과가 자녀 연령과 연

관된 부모 연령의 효과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미리 밝혀둔다21).

이상의 주요 변수들을 아래 <표 1>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생활시간조사는 3차

조사(2009년)까지 1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미취학 자녀 여부’만을

조사하였으며, 4차 조사(2014년)부터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21) 자녀 수와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정보가 포함된 2014년 자료만으로 추가 분석

을 실시해 자녀 관련 정보가 제외된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변수 측정방법
코딩방

법22)

종

속

변

수

자녀돌봄시간

- 주행동으로 이루어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에 해당되는 행동

-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를 한 시간(분)

연속변수

독

립

변

수

교육수준

- 부모 교육수준의 조합

- 저학력 가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인 가구

- 중위학력 가구: 아버지와 어머니 중

더미변수

저학력

(ref),

중위학력

<표 1> 주요 변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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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고졸, 한 명은 전문대학 중

퇴 이상 학력인 가구.

- 고학력 가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전문대 중퇴 이상 학력인 가구

=1,

고학력=1

설

명

변

수

인구학

적

특성

부모

연령
-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만 나이 연속변수

사회경

제적

특성

경제

활동

형태

- 전일제 맞벌이: 부모 전일제(주 평균

35시간 이상) 근로

- 반일제 맞벌이: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일제(주 평균 35시간 미만)로 근

로

- 외벌이: 부모 중 한 명만 근로

더미변수

전일제

맞벌이(r

ef)

반일제

맞벌이=1

외벌이=1

주

평균

근로

시간

- 주업과 부업으로 일한 시간(시간) 연속변수

가구

소득

수준

- 부부의 월평균 소득의 합(물가상승

률 반영)
연속변수

모

소득

비중

- 아내의 월평균 소득/부부의 월평균

소득의 합 (%)
연속변수

성

역할

관념

특성

성

역할

관념

- 부모개방: 부모 모두가 개방적 성규

범

- 모개방: 모 개방적 성규범, 부 전통

적 성규범

- 부개방: 모 전통적 성규범, 부 개방

적 성규범

- 부모전통: 부모 모두 전통적 성규범

더미변수

부모전통

(ref)

부개방=1

모개방=1

부모개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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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더미변수의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자녀돌봄시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통

제

변

수

핵가족 여부
- 조부모,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부

모의 미혼 형제자매 동거 여부

더미변수

0=핵가족

아님

1=핵가족

조사 요일
- 평일(월, 수, 금)

- 주말(토, 일)

더미변수

0=평일

1=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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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총 네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통계분석단계로, 가장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가구 특성과 교

육수준별 가구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설검정에 활용되는 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사전 확인하고자 이 단계에서 OLS 회귀분석과 분

해분석의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가설 1을 확인하는 단계로, 부모의 교육수준

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년~2014년 동안 커졌는지를 확

인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t-검정 및 분산분석이 활용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2004, 2014년 두 시기별로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각 시점에서의 개별 설명변수들과 자녀돌봄시간 간

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 중 설명변수에 의

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3단계 분석은 4단계 분석을 위한

선행 단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연구질문 2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다. 첫

번째 연구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녀돌봄시간 계층화 추세를 이해하

고자, 두 시점에서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관련 요인들로 분해하였

다(연구질문 2). 이로써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를 발생시키는 요인

이 두 시기 사이에 차이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해는 집계분해와 세

부분해 순으로 이루어졌다. 집계분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관측된 학력 집단 간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성 평등 특

성으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확인한 뒤, 세부분해를 통해 각각의 특

성들이 설명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단계별로 사용한 구체적인 분

석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분석에는 STATA 1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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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통계분석

먼저 2004년~2014년 동안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

변화하였는지를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살펴보고, 부모의 교

육수준에 따른 가구 특성의 분포가 두 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연속변수의 경우 일원분산

분석(ANOVA)을 활용하고, 명목변수의 경우 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을 활용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OLS

회귀분석과 분해분석의 기본가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에 대

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분포를 확인하고, OLS회귀

분석과 분해분석의 기본전제가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

간 다중공선성 및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점검하였다.

2. t-검정, 분산분석

이어, 연구질문 1과 관련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커졌

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2004~2014년 동안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증

가 양상을 t-검정으로 확인한 뒤, 2004년과 2014년 각각에 대하여

부모의 교육수준별 평균 자녀돌봄시간을 표로 제시하고, 분산분석

(ANOVA)으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두 시기 사이에 벌어졌는지를 기술적, 통계

적으로 확인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

기술통계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심화하

였는지를 확인한 이후,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분석으로

2004년과 2014년 각각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시기별 회귀분석이 갖는 유용성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



- 65 -

다. 첫째, 특정 시점에서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일반적

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돌봄시간 관련 변수들이 갖는 영

향력의 방향 및 크기 등이 문화적, 정책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기별로 설명변수들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기별 분해분석으로 자녀돌봄시간의 교

육적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에 유용한 기

반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관측된 관련 요인들(explained)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교

육수준과 관계된 관측되지 않는 요인들(unexplained)의 차이에 기인

한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분해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Gracia와

Ghysels(2017)의 방법을 참고하여 설명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

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한다. 구체적으

로, 제1모델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분석모

형으로 구성하고 제2모델은 제1모델에 설명요인들이 추가된 회귀분

석모형으로 구성한다. 제1모델을 통해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의 현상적 차이를 확인한 뒤, 제2모델을 통해 다른 설명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하는 것이다. 두 모델의 부모 학력수준에 대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

을 때, 제2모델의 회귀계수가 제1모델의 계수보다 작다면 설명변인

으로 관측된 가구 특성들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제2모델의 계

수가 제1모델의 계수보다 커진다면 반대로 관측된 가구 특성 조건

들이 교육이 발생시키는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완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기별로 설명요인들의 일반적인 영향력은 설명요

인들이 모두 투입된 제2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파악하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중 관측된 가구 특성의 차이

로 발생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1모델과 제2모델

을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시간자료의 특성상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자녀돌봄에 ‘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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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애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데, ‘0’의 값을 포함한 시간사용자료를

활용할 때 일반선형회귀모형과 토빗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절한

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우

를 종속변수에 대한 정보가 0의 값으로 중도절단(censored)된 경우

라 볼 수 있으므로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한

추정치가 불편추정치임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토빗모형(Tobit model)

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Chalasani, 2007; Craig, 2006; Kalil,

Ryan, Corey, 2012). 반면에, 시간자료분석에 토빗모형을 활용할 경

우 ‘0시간’이 특정 활동에 절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러한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Stewart,

2013). 시간사용조사는 보통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보더라도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 자녀를 돌보지 않아 자녀돌봄시간이

‘0 시간’으로 잘못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0 시

간’ 은 실제 자녀돌봄비참여를 의미하기 보다 한정된 측정기간으로

인한 측정오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이예림, 2018).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모의(simulated) 시간사용자료를 바탕으로 토빗모형과

OLS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한 Stewart(2013)는 시간사용연구에서

Tobit모형보다 OLS모형이 더 안정적인 불편추정치를 산출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OLS를 활용한 다수의 자녀돌봄시간 연구(김소영,

2016; 송유진, 2011; 주은선 외, 2014; Sullivan, Billari, & Altintas,

2014)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OLS모델에 기

반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분

석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23) 더욱이,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녀돌봄시간이 0시간으로 보고된 가구 수는

2004년 20사례, 2014년 5사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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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004, 2014)…(가)

제1모형(가)은 조사요일과 핵가족 여부만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

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과 는 부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i=2004, 2014)…(나)

제2모형(나)은 제1모형(가)에 설명변수들()이 추가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과 는 관련 설명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자녀돌봄시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모형 1의 , 와 모형 2의 , 를 비교하여 자

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 중 설명변수들이 만들어낸 효과를 살펴

본다.

 : 설명변수 벡터  : 설명변수들의 추정계수에 대한 벡터

 자녀돌봄시간
 중위학력 더미변수

 고학력 더미변수

 통제변수
 오차항

 저학력 부모의 주중 평균 자녀돌봄시간
 저학력-중위학력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

 저학력-고학력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

 주중-주말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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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axaca-Blinder 분해분석24)

마지막 분석 단계로 두 교육집단 간 자녀돌봄시간에 격차가 나타

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Oaxaca-Blinder 분해분석

(decomposition)을 활용하였다. Oaxaca-Blinder 분해분석은 최초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를 정당한 ‘격차’와 부

당한 ‘차별’로 분해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Blinder, 1973;

Oaxaca, 1973). 이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는 남녀 간 총임금 격차 중

교육년수, 직업경력 등이 달라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두 집단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격차’라고 보고, 노동생산성의 차이

를 고려한 뒤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남는다면 해

당 부분을 ‘차별’로 간주하는 것이다. Oaxaca-Blinder 분해법은 기존

에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

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용도가

다른 분야로 확장되어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두 집단 또는 시점

간 차이를 분해하는 데에 폭넓게 활용된다(이승호, 2019). 예를 들어

O’Donnell et al.(2008)은 빈곤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사용하였으며(Jann, 2008), 최근 국내에서는 남녀

간 우울증 수준의 차이(남일성, 2014), 도농 간 건강 수준의 차이(이

은우, 2015)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분해분석이 활용되었다(김소영,

2016). 자녀돌봄시간 연구 분야에서도 자녀돌봄시간이 교육집단 간

에 차이나는 원인(Buchanan, 2018), 또는 종단적으로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분해분석방법이 활용된 바 있다(김소영, 2016; 신

윤정 외, 2014; Chalasani, 2007; Sandberg & Hofferth, 2001).

본 연구는 Oaxaca-Blinder 분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이 어떤 요

인에 의해 계층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과 2014년 각 시점에 대하여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

24) 자녀돌봄시간에 Oaxaca 분해를 적용한 모형식을 구성하기 위해 신윤정 외

(2014)와 김소영(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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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간 격차를 분해하고, 두 시기의 분해결과를 비교 및 대조함으로

써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커진(또는 작아진) 배경요인을 탐

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Oaxaca-Blinder 분해법은 선형회귀모형을 기초로 한다. 비교가 되

는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회귀식을 추정한 뒤,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와 설명변수의 집단 평균값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의 격차를 분

해하는 원리를 따른다. 따라서 분해분석을 위해서는 OLS의 기본가

정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2004년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회귀모형에서 설명변수 벡터 에는 가구

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역할 관념 특성이 포함되고,

회귀계수 벡터 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1) 집계분해(aggregate decomposition)

분해분석은 집계분해(aggregate decomposition), 세부분해

(detailed decomposition) 순으로 이루어진다. 집계분해는 고학력 부

모와 저학력 부모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크게 특성효과

(endowments effect)와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한다. 특

성효과는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중 두 집단의 관측된 특성 차이에

기인한 부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학력 부모에 비해 저학력 부

모의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어서, 또는 전일제 맞벌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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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등의 이유로 자녀돌봄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칭한

다. 반면, 동일한 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특성이 자녀돌봄시간

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서 자녀돌봄시간에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평균적 근로시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고학력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해 자녀돌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자녀돌봄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계수효과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

즉 기울기 계수의 차이로 인한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나타낸다. 계수

효과에는 회귀계수들의 효과뿐만 아니라,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미관측 요인의 효과와 미관측 요인과 설명변수가 상호작용하며 발

생시키는 효과까지 포함된다(Jann, 2008). 이러한 이유로 계수효과가

미관측 효과, 또는 설명되지 못한(unexplained) 효과로 통칭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돌봄시간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관측요인들을

빠짐없이 고려했다고 가정할 때, 계수효과는 집단 간 자녀돌봄에 대

한 성향(propensity)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2004년 고학력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집계분해할 수 있다.




′′

좌변은 두 집단 간 평균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두 집단 간 회귀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설명변

수의 차이에 의한 특성효과(endowments effect)에 해당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두 집단 간 평균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회

귀계수 및 미관측 특성의 차이에 의한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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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2014년 각각에 대하여 집계분해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시점의 집계분해 결과를 비교하여 2004년과 2014년 사이

에 자녀돌봄시간을 계층화시키는 요인이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수준이 변화한 것이 어떤 특성

및 행동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다만, 집계분해를 통해

서는 설명변수들의 전체 효과와 그 외 미관측요인들의 효과로만 분

해되기 때문에 개별 설명변수들의 구체적인 기여분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세부분해(detailed decomposition)과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이승호, 2019; Fortin et al., 2011).

(2) 세부분해(detailed decomposition)

집계분해로 구분한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는 다시 개별 설명변수의

기여정도로 분해될 수 있다(이승호, 2019; Fortin et al., 2011). 특성

효과에 대한 세부분해는 집단 간 k번째 설명변수()가 달라서 발

생한 차이를 보여주고, 계수효과에 대한 세부분해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 부분 중, 얼만큼이 k번째 설명변수의 계수()와 관련 있는지

를 보여준다.

특성효과는 각 독립변수들의 효과로 아래와 같이 세부분해된다.


′
′
′

위 식의 좌변은 전체 특성효과를 나타내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설명변수의 효과, 예를 들어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평균 연령 차이에 의한 부분이고,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설명변수의

효과, 가령 두 집단 간 주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한 부분을 나

타낸다. 각 설명변수들의 개별 효과를 총합하면 전체 특성효과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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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ortin, 2016).

마찬가지로 계수효과도 개별 설명변수의 계수효과로 구성된다. 식

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
 ′⋯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미관측변인들로 인해 자녀돌봄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효

과이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설명변수의 계수효과이다.

다만, 특성효과에 대한 세부분해와는 달리 계수효과에 대한 세부

분해는 다소 까다로운 전제를 필요로 한다. 위의 수식에서 볼 수 있

듯이 계수효과에는 미관측 요인들의 효과와 각 설명변수의 계수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두 효과를 엄밀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결정 함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 필요하다(Fortin, 2016). 즉, 전체

계수효과에 포함된 개별 설명변수의 계수효과와 미관측 요인의 효

과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계분

해로 특성효과와 계수효과를 분해한 뒤, 세부분해의 결과는 특성효

과에 대해서만 해석하였다.

집계분해와 마찬가지로, 세부분해 과정 역시 2004년과 2014년에

대해 두 차례 실시하였다. 두 시점의 분해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

떠한 요인의 변화가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 추세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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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특성 변화

1.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분석대상 가

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표 2>의 두 번째 열

은 2004년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세 번째 열은 2014년 부

모의 특성을 나타낸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전체적인 특성 변

화가 유의미한지는 t검정과 카이자승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가구의 교육수준, 인구학적 특성(평균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

(맞벌이 형태, 주평균 유급근로시간, 가구 소득, 모 소득 비중), 그리

고 성 역할 관념 특성(성 역할 관념)을 아래 <표 2>와 같이 연도별

로 제시하였다.

2004 2014
t/

평균/비율 평균/비율

교육수준

저학력

중위학력

고학력

35.15%

24.11%

40.74%

10.28%

19.12%

70.60%

238.61***

인구학적 특성

부모 평균 연령 32.48세 34.35세 11.26***

사회경제적 특성
전일제 맞벌이 25.04% 25.28%

<표 2> 분석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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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분석을 통해 2004-2014년 동안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특성들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전반적인 교육수

준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에는 부모 모두 전문

대 중퇴 이상인 고학력 가구(40.74%)와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저학

력 가구(35.15%)의 비중이 유사하게 가장 높았고, 전문대 중퇴 이상

의 학력과 고졸 이하의 학력의 부부로 구성된 중위학력 가구의 비

중이 가장 낮았다(24.11%). 하지만 2014년에는 저학력 가구가

10.28%로 크게 감소하여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중위학

력의 비중도 19.1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신 고학력 가구의 비중

이 70.60%로 크게 증가하여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대

학진학률 추세를 반영한다.25)

반일제 맞벌이

외벌이

9.18%

65.78%

9.04%

65.66%
0.0247

주평균근로시간(부모합산) 68.76시간 65.01시간 3.46***

주평균근로시간(부) 53.43시간 51.34시간 3.43***

주평균근로시간(모) 15.35시간 13.67시간 1.81*

가구 소득 310.84만원 353.49만원 6.36***

모소득 비중 12.19% 26.94% 15.10***

성 역할 관념 특성

모전통

부개방

모개방

부모개방

23.64%

6.45%

30.72%

39.19%

14.70%

6.78%

31.04%

47.48%

31.40***

기타 특성

핵가족

비핵가족

85.46%

14.54%

91.06%

8.94%
16.30***

N 1,286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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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인구학적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부

모들의 평균 연령이 32.48세에서 34.35세로 2세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인 연령과 출산 연령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인구

학적 변화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시점 간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전

일제 맞벌이, 반일제 맞벌이, 외벌이 비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의 주 평균 합산근로시간이 68.76시간에서

65.01시간으로 4시간 가까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모두

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2시간가량 감소하였지만, 미취학 자녀를 두

었음에도 아버지들은 여전히 평균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가수준을 조정한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

과,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평균적 소득수준이 2015년의 물가를

기준으로 약 43만원 정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

니의 상대적 소득 비중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가구소득

중 어머니의 소득 비중이 12.19%에서 26.94%로 증가하여 어머니들

의 경제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004-2014년 동안 맞벌이 가구

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의 상대적인 근로시간이 증

가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어머니의 소득비중이 상승한 것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가 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

성의 평균 임금 수준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6).

부모들의 성 역할 관념 특성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10년

동안 ‘남자는 일, 여자는 가사’라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변화한 것이다. 2004년에는 부모가 모두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을 가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3.64%를 차지했고 부모 모두

개방적인 성 역할을 가진 가구는 39.19%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4년

25)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1980년에 11.4%에 불과했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1990년대 말에는 40% 후반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2000년대에는 해당 수치가 70%까지 상승하였다.

26) 고용노동부. (201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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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모가 모두 보수적인 가구는 14.70%만을 차지하고, 부모가 모

두 진보적인 가구는 47.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는 2004-2014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부모와 미취학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중이

85.46%에서 91.06%로 증가하고, 조부모 및 고모, 삼촌 등의 기타 가

구원과 동거하는 가구가 14.54%에서 8.94%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

국사회의 핵가족화 경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의 교육수준별 가구 특성의 변화

이어, 분석대상 가구를 저학력 가구(부모 모두 고졸 이하), 중위학

력 가구(부모 중 한 명은 고졸 이하, 한 명은 전문대 이상), 고학력

가구(부모 모두 전문대 이상)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가구특성의

차이를 두 시기에 걸쳐 살펴보았다. 세 교육수준 집단 간의 차이는

분산분석과 카이자승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

를 <표 3>으로 제시하였다.

2004 2014

평균/비율 F/



평균/비율 F/

저 중 고 저 중 고

인구학적

특성

부모연령(세) 32.22 32.37 32.77 2.65 34.99 34.30 34.27 1.52

사회경제적

특성

<표 3> 부모의 교육수준별 가구 특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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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2004년 부모의 특성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모의 평

균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맞벌이 형태, 주 평균 근로시간 등 가구의 경제 활동량에 관한

사회경제적 특성도 교육수준과 무관하였다. 성 역할 관념의 분포에

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핵가족의 분포 역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소득 수준(F=75.63, p<.001)과 모 소득 비중(

=9.23, p<.001)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과 모 소득

전일제맞벌이(%) 23.01 25.48 26.53

6.68

24.00 19.89 26.93

6.85반일제맞벌이(%) 7.52 8.39 11.07 13.00 7.53 8.88

외벌이(%) 69.47 66.13 62.40 63.00 72.58 64.19

주당근로시간

(시간)
70.3 69.2 67.2 1.50 68.5 65.1 64.5 1.30

가구소득(만원) 253 298 369
75.6

***
281 320 373

20.6

***

모소득비중(%) 8.4 12.6 15.2
11.8

***
20.7 22.6 29.0

9.2

***

성 역할 관념

특성

부모보수(%) 25.66 24.19 21.56

3.63

18.00 18.82 13.10

9.91
부진보(%) 6.64 6.13 6.49 4.00 9.41 6.55

모진보(%) 31.42 30.00 30.53 33.00 31.72 30.57

부모진보(%) 36.28 39.68 41.41 45.00 40.32 49.78

기타 특성

핵가족(%) 85.40 83.23 86.83
2.04

88.00 93.01 90.98
2.03

비핵가족(%) 14.60 16.77 13.17 12.00 6.99 9.02

N 452 310 524 100 186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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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4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가구 특성의

분포가 200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 연령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경제활동

형태와 주 평균 근로시간도 여전히 교육수준과 무관하였다. 하지만

경제활동 형태에서 나타난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중위학력과 고

학력 가구는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외벌이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저학력 가구의 경우 외벌이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외벌이 비율이 저학력 가구에서 69.47%로 가장 높았지

만, 2014년에는 63.00%로 가장 낮아졌다. 그리고 성평등 관념 역시

모든 교육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에 학력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던 가구 소득과 모 소

득 비중은 2014년에도 여전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강한 관련성을 보

였다. 하지만 차이의 수준이 줄어든 것을 F값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대학졸업자

의 공급이 증가하고, 대학 졸업자가 갖는 임금프리미엄이 감소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을 경계로 가구의 전체 소득

수준과 모소득비중에 뚜렷한 구분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그 구분선이 대체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OLS 회귀분석, 분해분석 가정 검토

본격적인 연구가설 검정에 앞서, OLS 다중회귀분석과 분해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녀돌봄시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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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할 수 있듯 자녀돌봄시간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미만,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자료가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어 OLS회귀분석과 분해분석을 위한 가정들을 점검하였다. 첫째,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

자값(VIF)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변수들의 VIF값이

6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회귀모형 잔차의 Q-Q plot과 히스토그램을 통해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잔차의 산포도를 통해 회귀값에 따라 잔차의 분

산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해분석의 가정을 확인

하기 위해 교육 수준별로 잔차의 분포를 확인하였다27).

27) 잔차 가정에 대한 검정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자녀돌봄

시간
2,259 256.36분 172.82 1.24 6.00

<표 4> 분석 가정 점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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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변화

1. 자녀돌봄시간의 평균적 변화

먼저 2004과 2014년의 평균 자녀돌봄시간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

녀의 부모들이 하루 평균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량이 크게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년의 미취학자녀 부모들은 하루 평균 약 3시간 45분(225.58분)

을 자녀에게 할애하였으나, 2014년의 부모들은 평균 4시간 50분

(290.07분)가량을 자녀에게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루에 평

균 한 시간 이상을 자녀에게 더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

들(김소영 & 진미정, 2016; 신윤정 외, 2014)과 동일한 결과이다.

+ p<.10 * p<.05 ** p<.01 *** p<.001

이러한 변화를 일상적 돌봄과 발달적 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4 2014 차이 t

자녀돌봄시간 225.58분 290.07분 64.50분 8.77***

돌봄

종류

일상적

돌봄시간
137.84분 197.4분 59.5분 10.25***

발달적

돌봄시간
87.74분 92.71분 4.98분 1.47

성별
모 181.82분 210.05분 28.23분 4.91***

부 37.09분 62.86분 25.77분 8.83***

요일
주중 227.14분 273.53분 46.40분 5.16***

주말 223.46분 316.33분 92.87분 7.43***

<표 5> 자녀돌봄시간의 변화(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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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돌봄은 약 59분, 발달적 돌봄은 약 5분 증가하여 전체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를 대부분 일상적 돌봄이 이끈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총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한 것은 두 돌봄 활동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상적 돌봄량이 독보적으로 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은 성별과 요일에 상관없이 모두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가장 먼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자녀돌봄활

동을 한다는 것이 눈에 띄고,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약

28분, 26분씩 자녀돌봄시간을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늘어난 자

녀돌봄시간의 절대적인 증가폭은 어머니가 더 크지만, 기존 자녀돌

봄시간 대비 상대적인 증가율을 고려할 때에는 아버지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자녀돌봄시간의 평균적 변화를 조사 요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말에 이루어지는 자녀돌봄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중 돌봄시간은 평균 3시간 47분에서

4시간 33분으로 약 46분 증가하였으나, 주말돌봄시간은 평균 3시간

43분에서 5시간 16분으로 1시간 33분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 자녀돌봄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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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변화

그렇다면 2004-2014년 동안 자녀돌봄시간을 견인한 힘이 모든 교

육계층에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였을 것인가? 그 힘은 자녀돌봄시간

의 계층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격적으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

졌는지에 관한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

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하고 두 시기의 결

과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 p<.10 * p<.05 ** p<.01 *** p<.001

좌측 블록을 보면, 2004년 저학력 부모, 중위학력 부모, 고학력 부

모는 각각 하루 평균 약 3시간 36분(215.93분), 3시간 43분(222.77

분), 3시간 56분(235.55분)을 자녀돌봄활동에 사용하여, 2004년에도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평균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경

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

니었다(F=1.90). 하지만 2014년에 이르러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해졌다. 2014년의

경우 저학력 부모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약 4시간(239.9분)으

2004 2014

평균 S.E. F 평균 S.E. F

저(A) 215.93분 7.18

1.90

239.90분 15.24

6.26**중(B) 222.77분 9.45 272.20분 13.40

고(C) 235.55분 7.05 302.21분 7.06

차이

(고-저)
19.62분 62.31분

Scheffe’s - A<C**

<표 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변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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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거 고학력 부모의 수준에 근접해졌지만 중위 학력부모와 고학

력 부모는 자녀돌봄시간을 각각 4시간 32분(272.20분), 5시간 2분

(302.21분) 수준으로 더 크게 늘렸다. 그 결과, 2004년에 20분에 불

과했던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14년에는 62분으로 늘어났다. 이러

한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추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을 나누어서 기술통계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 2004년의 저

학력, 중위학력, 고학력 가구의 아버지들은 각각 하루 평균 33.21분,

35.52분, 41.37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하였으며 고학력 아버지와 저학

력 아버지 사이의 돌봄시간 격차는 8.16분 수준에 불과했다. 이 차

이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F=2.68). 반면 2014년에는 모

든 교육수준의 아버지들이 자녀돌봄시간을 늘려 저학력 아버지가

40.10분, 중위학력 가구의 아버지가 56.83분, 고학력 아버지가 67.80

분의 자녀돌봄시간을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참여가 전반적

으로 증가한 것과 동시에, 고학력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

도로 자녀돌봄시간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고학력 아버지와 저학력

<그림 2>가구의교육수준에따른 자녀돌봄시간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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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이의 격차가 27.7분으로 벌어졌고, 교육수준에 따른 아버

지의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커졌다

(F=6.52, p<.01).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4년의 저학력, 중위

학력, 고학력 어머니들은 자녀돌봄에 각각 178.36분, 180.52분,

185.57분을 할애하였는데, 고학력 어머니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돌

봄시간 격차는 7.21분에 불과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수

준이었다(F=0.38). 2014년에는 전 교육 수준의 어머니들이 자녀돌

봄시간을 증가시켰으나, 마찬가지로 고학력 어머니들이 보다 급격한

변화 속도를 보였다. 이로써 고학력 어머니와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

돌봄시간이 26.11분으로 커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에

한해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2014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F=1.98).

+ p<.10 * p<.05 ** p<.01 *** p<.001

2004 2014

평균 S.E. F 평균 S.E. F

부

저(A) 33.21분 2.59

2.68+

40.10분 5.68
6.52

**
중(B) 35.52분 3.34 56.83분 5.28

고(C) 41.37분 2.48 67.80분 3.03

차이

(고-저)
8.16분 27.7분

Scheffe’s -
A<C

**

모

저(A) 178.36분 6.11

0.38

189.20분 11.80

1.98중(B) 180.52분 7.44 201.83분 10.21

고(C) 185.57분 5.85 215.31분 5.34

차이

(고-저)
7.21분 26.11분

Scheffe’s - -

<표 7>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변화(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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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돌봄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일상적 돌봄의 경우,

2004년 저학력 부모는 하루 평균 131.14분을, 중위학력 부모는

140.93분을, 고학력 부모는 141.52분을 미취학 자녀를 입히고, 먹이

고 재우는 등의 돌봄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였다. 고학력 부모와 저학

<그림3>가구의교육수준에따른자녀돌봄시간격차의변화(부)

<그림4>가구의교육수준에따른자녀돌봄시간격차의변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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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부모의 일상적 돌봄시간의 격차는 10.38분에 불과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일상적 돌봄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09). 그런데 <그림5>에서 나타나듯, 2014년의 부모들은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일상적 돌봄시간을 증가시켰다.

2014년에는 저학력, 중위학력, 고학력 부모가 일상적 돌봄을 각각

159.50분, 187.96분, 205.41분 동안 수행했다. 그런데 고학력 부모가

다른 교육수준의 부모에 비해 더욱 급격한 증가폭을 보여, 저학력

부모와의 격차가 45.91분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2014년에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일상적 돌봄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으로 확대되었다(F=4.50, p<.05).

+ p<.10 * p<.05 ** p<.01 *** p<.001

발달적 돌봄의 경우에도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그 격차가 커지

는 추세가 확인되었만, 그 양상이 일상적 돌봄과는 다소 다르다.

2004 2014

평균 S.E. F 평균 S.E. F

일

상

적

돌

봄

저(A) 131.14분 4.93

1.09

159.50분 11.68

4.50*중(B) 140.93분 6.98 187.96분 11.95

고(C) 141.52분 5.12 205.41분 5.78

차이

(고-저)
10.38분 45.91분

Scheffe’s - -
A<C

*

발

달

적

돌

봄

저(A) 84.50분 3.92

2.64+

80.4 7.79

3.35*중(B) 81.84분 4.89 84.25 5.26

고(C) 94.03분 3.52 96.80 3.00

차이

(고-저)
9.53분 16.4분

Scheffe’s - - -

<표 8>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변화(일상,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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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그림 6>에 나타나듯이, 2004년에는 부모의 발달적 돌봄시

간이 중위학력 부모(81.84분), 저학력 부모(84.50분), 고학력 부모

(94.03분) 순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2014년에는 저학력 부모의 발달

적 돌봄시간은 80.4분으로 감소하고, 중위학력 부모와 고학력 부모

는 각각 84.25분, 96.80분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고학력 부모와 저학

력 부모의 발달적 돌봄시간의 격차가 16.4분으로 증대되었다.

<그림6>가구의교육수준에따른발달적돌봄시간격차의변화

<그림5>가구의교육수준에따른일상적돌봄시간격차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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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의 변화

제2절을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에 발생하는

격차가 최근에 더 커졌음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확대된 배경을 분해하기에 앞서, 시기별로 자녀돌봄

시간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2004년과 2014년 각각

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설명변수에 의한 자녀돌봄시간 계층화 효과를 대략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모델1)과 인구

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 변인이 포함된 다변수모형(모델2)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모델1과 모델2의 비교를 위해 두 모델을 병

렬적으로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2004 2014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β(t) β(t) β(t) β(t)

절편
184.82

(10.36)***

293.65

(5.52)***

129.22

(4.32)***

255.56

(3.46)***
교육수준

저학력(ref)

중위학력 7.98(0.68) 11.97(1.09) 27.45(1.23) 12.65(0.61)

고학력 18.97(1.86)+ 28.99(2.84)** 59.43(3.09)** 47.71(2.51)**

인구학적

부모연령
-3.48

(-3.18)**

-4.13

(-3.00)**
사회경제적

주당근로시간 -0.36(-1.39) -0.88(-2.23)*
전일제맞벌이(ref)

<표 9> 시기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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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먼저 2004년 모델1과 모델2의 교육수준에 대한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자. 핵가족 여부와 조사 요일만을 통제했을 때, 중위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저학력 부모보다 약 7.98분(t=0.68, p>.05) 더 길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고학력 부모와의 차이는 약

18.97분(t=1.86, p<.10)으로, 통계적으로 미미한 차이에 불과했다. 그

런데 모델2의 회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구 특성 요인들을

반일제 맞벌이 45.58(2.37)* 73.47(3.11)**

외벌이
85.84(4.27)

***

135.42(5.60)

***

가구소득 0.0001(0.00) 0.04(1.05)

모소득비중
-88.63

(-3.47)***
43.10(1.62)

성 역할 관념적

부모보수(ref)

부진보 0.62(0.03) 5.94(0.24)

모진보 11.35(0.99) 4.07(0.24)

부모진보 14.81(1.33) 9.38(0.58)

통제변수

비핵가족(ref)

핵가족 45.42(3.61)*** 5.39(0.44) 60.27(2.98)** 18.47(0.97)

주중(ref)

주말 -5.42(-0.60) -5.82(-0.69) 42.39(3.58)*** 37.95(3.45)***

N=1,286 N=1,283 N=973 N=973

F= 4.25** F=17.62*** F=8.49*** F=16.47***

=0.0131



=0.0100

=0.1529

 

=0.1443

 =0.0345



=0.0305

=0.1825



=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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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제한 이후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격차가 하루 약

28.99분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델1에서 통계적으로 미미한 차이

에 불과했던 자녀돌봄시간 격차가 모델2에서는 유의해졌다(t=2.84,

p<.01). 이는 자녀돌봄시간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순수한 효

과가 실제 가시화된 격차 수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04년에는 교육집단별 가구 특성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형태로 분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의 모델1과 모델2를 비교하면 2004년과 상이한 양상

이 나타난다. 먼저 핵가족 여부와 조사 요일만을 통제한 모델1을 살

펴보면 2014년에 저학력 부모를 기준으로 중위학력 부모는 약 27.45

분(t=1.23, p>.05)을, 고학력 부모는 약 59.43분(t=3.09, p<.01)을 자녀

에게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

제적, 성 역할 관념적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러한 차

이가 약 12.65분(t=0.61, p>.05), 47.71분(t=2.51, p<.01)으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2014년에는 2004년과는 달리 교육

집단 간의 특성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계층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4년과 2014년의 다변수모형(모델2)을 확인하여 각 시

점에서 나타나는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해보자. 먼저 2004년

에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부

모의 학력, 부모의 평균 연령, 경제활동형태, 모의 소득 비중이 유의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학력 부모에 비해 고학력 부모

의 자녀돌봄시간이 28.99분 가량 높았으며(p<.01), 평균 부모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감소(β=-3.48, p<.01)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그리고 경제활동 형태도 자녀돌봄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는데, 전일제 맞벌이에 비해 반일제 맞벌이일 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약 45.58분가량 증가하고(t=2.37, p<.05), 외벌이일 때 약

85.84분이 증가하였다(t=4.27, p<.001). 한편, 사회경제적 특성 중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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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인 소득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β=-88.63, p<.001), 이는 상대자원이론의 예측과 반

대되는 결과이다. 이외에, 주 평균 근로시간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소득과 성 역할 관념 역시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인 핵가족 여부와 조사

요일의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2014년의 다변수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과 유

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연령, 그리고 경제활동 형태의 영향력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서도 여전하였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저학력 부모에 비해 고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으며(β=47.71, p<.01),

부모의 평균 연령이 1세씩 증가할수록 자녀돌봄시간이 평균 4.13분

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p<.01). 그리고 전일제 맞벌이 부모에

비해 반일제 맞벌이 부부는 하루에 73.47분을(p<.01), 외벌이 부부는

135.42분을(p<.001) 자녀에게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경제활동형태의 영향력을 2004년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형태의

영향력이 최근에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학력 부모와 중

위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차이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도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소득과 역할 관념, 핵가족 여부는 여전히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04년에는 자녀돌봄시간에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으나, 2014년에는 그 영향력이 두드러

졌다(p<.05). 그리고 2004년과는 달리 통제변수인 조사요일의 효과

가 2014년에 유의해진 것도 주목되는 변화이다. 무엇보다 모 소득

비중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녀돌봄시간과 음(-)의 관계를 보였던

모 소득 비중의 영향력은 2014년에 이르러 사라졌는데, 괄목할만한

변화는 모 소득 비중의 영향력 부호가 양(+)으로 변하였다는 점이

다. 2004년에는 가구의 모 소득 비중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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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p<.01), 2014년에는 모 소득 비

중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성으로 전환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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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기별 분해분석 결과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 수준이 변화한 것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부모의 교육수준별 가구특성의

분포와, 자녀돌봄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발

생시키는 배경 및 기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2004년, 2014년 각각에 대해 학력집단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분해하였다. 다만, Oaxaca-Blinder 분해분석은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집단에 대해서만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학력과 저학

력 부모로 혼합 구성된 중위학력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학력 동질혼 집단과 저학력

동질혼 집단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분해하였다.

1. 집계분해 결과

두 번째 연구질문의 첫 번째 하위 질문은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간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 중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역할 관념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explained) 비중이 커졌

는가?’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표 10>와 <그림 7>은 저학력 부

모의 자녀돌봄시간과 고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간의 격차를 크

게 구성효과(composition)와 계수효과(coefficient)로 나눈 집계분해

결과를 나타낸다. 구성효과의 추정값은 만약 저학력 부모가 고학력

부모와 동일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 특성()을 지녔

다면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가상적으

로 나타내는 수치로, 두 학력 집단 간 관측된 특성 차이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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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분을 의미한다. 계수효과의 추정값은 저학력 부모가 고학력 부

모와 동일한 행동체계()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저학력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가상적으로 나타내며, 두 집단 간 행

동체계의 차이로 인한 격차분을 보여준다.

+ p<.10 * p<.05 ** p<.01 *** p<.001

집계분해
2004 2014

추정값(S.E.) 추정값(S.E.)

저학력 216.99(7.19)*** 239.90(15.20)***

고학력 235.55(7.05)*** 302.21(7.06)***

차이

(고학력-저학력)
18.56(10.07)+ 62.31(16.76)***

구성효과 -11.53(5.59)* 17.82(9.94)+

계수효과 30.09(9.95)** 44.49(15.43)**

<표 10>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집계 분해 결과

<그림 7> 자녀돌봄시간 격차 집계 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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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을 살펴보면, 2004년 저학력 부모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은 각각 216.99분과 235.55분으로, 두 집단 간에 평균 18.56분의

격차가 나타났다(p<.10). 이 격차를 구성효과와 계수효과로 집계분

해한 결과, 구성효과로 인한 격차는 총 18.56분의 격차 중 –11.53분

(p<.05)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특성효과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저학력 가구가 고학력 가구와 동일한 인구

사회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적 특성을 지녔다면 저학력 가

구의 자녀돌봄시간이 약 11.53분가량 더 짧아지며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더 커졌을 것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2004년에는 저학력

가구가 고학력 가구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

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학력 가구

의 자녀돌봄시간이 고학력 가구보다 짧았던 것은 전적으로 두 학력

집단 간 자녀돌봄에 대한 행동체계 및 미관측 특성이 달랐기 때문

으로 보인다. 계수효과의 추정값은 30.09(p<.01)로, 이는 관측된 특

성들을 동일 선상에 놓았을 때, 설명되지 않는 특성에 의하여 나타

나는 돌봄시간의 격차가 30.09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고학력

집단이 보유한 미관측 특성이 관측된 특성상의 불리함을 상쇄시키

며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18.56분가량 긴 시간을 자녀에게

투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4년의 경우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239.90분, 고학

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은 302.21분으로 학력 집단 간 하루 평균 자

녀돌봄시간의 격차는 총 62.31분(p<.001)이었다. 기술통계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비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매우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과 같은 방법으로 2014년에

나타난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집계분해하였다. 그 결과, 62.31분의 격

차 중 구성효과가 17.82분(p<.10), 계수효과가 44.49분(p<.01)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력 부모와 고학력 부모의 관측된

가구특성상의 차이가 약 17.82분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설명해주

며, 관측되지 않는 행동특성 및 미관측 요인의 차이가 44.49분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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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2004년의 집계분해 결과와 비교해보면, 구성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저학

력 부모와 고학력 부모의 평균적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평등

특성은 학력 집단 간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

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특성상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계수

효과도 30.09분에서 44.49분으로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2004년에 비

해 2014년에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것은 계

수효과의 영향력 확대와 구성효과의 방향 전환이 함께 작용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2. 세부분해 결과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로, 집계분해로 파악한 총 구성효과와 계수효과를 개별 설명변수들

로 세부분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돌봄시간 계층화에 대

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적 특성 각각의 기여분을 파

악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수효과에는 설명변수들의

계수효과뿐만 아니라 관측되지 못한 요인들의 효과가 상수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계수효과와 미측정요인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는 일련의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계수효과

에 대한 세부분해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세부분해 결과는 구성효과에 대한 세부분해 결과를 중심으

로 해석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세부분해분석 결과는 해당 설명

변수와 자녀돌봄시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앞

선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 세부분해 결

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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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집계분해
2004 2014

추정값(S.E.) 추정값(S.E.)

저학력 216.99(7.19)*** 239.90(15.20)***

고학력 235.55(7.05)*** 302.21(7.06)***
차이

(고학력-저학력)
18.56(10.07)+ 62.31(16.76)***

구성효과 -11.53(5.59)* 17.82(9.94)+

계수효과 30.09(9.95)** 44.49(15.43)**

세부분해 구성효과 계수효과 구성효과 계수효과

인구학적 특성

부모연령 -1.96(1.16)+ -154.45(83.30)+ 2.34(1.87) -55.95(125.41)

사회경제적 특성
전일제맞벌이 -1.50(1.31) 9.27(6.09) -2.26(3.58) -4.23(9.59)

반일제 맞벌이 0.02(0.41) -2.26(2.06) -0.36(0.66) 0.25(3.93)

외벌이 -3.12(1.56)* -8.70(15.14) 0.81(3.55) 10.00(25.64))

주평균근로시간 1.42(1.25) -58.49(39.96) 4.00(3.04) -52.12(80.28)

가구소득 -1.77(3.53) 30.70(20.40) 5.94(3.85)
133.01

(37.23)***

모소득비중 -5.17(2.03)* -7.23(5.73) 5.17(2.85)+ 20.09(21.32)

성 역할 관념 특성

부모전통 0.22(0.40) -7.71(4.48)+ 0.17(0.75) -2.08(3.32)

부개방 -0.002(0.86) -0.76(1.96) 0.51(0.69) 16.21(10.70))

모개방 -0.04(0.13) 8.32(5.28) 0.24(0.58) 13.59(14.40))

부모개방 0.39(0.47) 7.01(6.16) -0.31(0.61) 13.59(14.40)

통제변수

핵가족 -0.05(0.18) 56.54(25.15)* 0.45(0.76) 6.06(40.00)

조사요일 0.008(0.34) 33.40(26.88) 1.15(2.33) -0.09(47.53)

상수항 -
124.47

(104.60)
-

-84.30

(178.32)

<표 1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 세부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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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구성효과를 세부분해한 결과,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

모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특성들은 구체적으로 부모

평균 연령과 맞벌이 형태, 가구소득 그리고 모 소득 비중이었다. 그

중 가구소득(-1.52)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모

의 평균 연령(-1.96)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외벌이 비율(-3.12),

모 소득 비중(-5.17)의 영향력은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앞서 기술통계분석(<표 3> 참고)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4

년에는 저학력 부모의 평균 연령이(32.22세) 고학력 부모(32.77세)보

다 다소 낮았고, 저학력 부모의 외벌이 비중(69.47%)이 고학력 부모

(62.40%)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각

각 1.96분, 3.15분가량 낮추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 저학력 가구의 모소득 비중은 8.4%로, 고학력 가구(15.2%)에

비해 낮았는데, 다중회귀분석 결과 2004년의 경우 모 소득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구 수준의 자녀돌봄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을 상기할 때 저학력 가구의 낮은 모 소득 비중이 2004년 자녀돌봄

시간의 격차를 5.17분가량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주 평균

근로시간과 부모의 성 역할 관념상의 차이는 2004년의 자녀돌봄시

간 격차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

로, 전체 –11.53분의 구성효과 중,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1.96

분,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는 –10.12분, 성 역할 관념 특성은 약

0.57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관측요인에 대한 세부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과 상

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전일제 및 반일제 맞벌이와 부모 모두 성 개

방적인 성관념 변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이 구성효과를 늘

리는, 즉 특성의 차이에 의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중,

2004년에 구성효과를 낮추던 부모 평균 연령과 외벌이 변수의 효과

가 2014년에는 사라졌고, 모 소득 비중은 오히려 하루 평균 약 4.89

분의 격차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p<.10). 2004년에는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모 소득 비중의 차이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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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는 요인이었다면, 2014년에는 반대로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

로 변화한 것이다. 하지만 모 소득 비중을 제외하고는 자녀돌봄시간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한 설명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2014년 학력 집단 간의 특성 차이로 발생한 17.82분의

격차 중,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2.46분을,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는

13.79분을, 마지막으로 성 역할 관념 특성의 차이는 0.54분 정도의

격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효과의 세부분해 결과는 아

래 <그림 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수효과를 세부분해한 결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4년에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개별 계수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부모연령, 부모 모두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 핵가족 여부였다. 이 중, 2004년에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

녀돌봄시간 격차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는 부모연령과 부

모의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었다. 이는 부모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림 8> 자녀돌봄시간 격차의 구성효과 세부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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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시간이 줄어드는 기울기가 교육계층에 따라 다르고, 부모

모두가 전통적 성관념을 가졌을 때 자녀돌봄시간이 짧아지는 정도

가 교육계층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2004년에 교육계층의 평

균적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완화시켰음을 암시한다. 반면 교육수준

별 통제변수인 핵가족 여부에 대한 상이한 행동반응이 2004년에 자

녀돌봄시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교육집단 간 동거 가구원이 존재할 때 자녀돌봄시간이 줄어

드는 정도의 차이가 2004년에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는 2004년과는 달리 성 역할 관념과 소득 수준에

대한 개별 계수효과가 발견되었다. 아버지의 성 관념은 전통적이지

만 어머니는 개방적일 경우, 이 성 관념 특성이 자녀돌봄시간에 미

치는 영향력이 교육수준 간에 다름을 유추해볼 수 있다(p<.10). 그

리고 소득수준의 계수효과가 특히 두드러졌는데(p<.001),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소득수준이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서 자녀돌봄시간에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다. 이 계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육집단 간 소득에

대한 회귀계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2014년 고학력 집단과 2014년 저학력 집단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28), 고학력 부모의 경우 가구 소득이 늘어날

수록 자녀돌봄시간이 길어지지만(t=2.13, p<.05) 저학력 부모는 반대

로 소득이 커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0.33분씩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

되었다(t=-2.71, p<.01).

28) 2014년 교육수준별 회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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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자녀돌봄시간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된 시간이다. 부모에게 이

시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의무의 시간이자 자녀에게 애

정을 표출하는 관계의 시간이고, 자녀에게 이 시간은 생존과 웰빙에

필수적인 시간이자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발달의 시간이다.

부모는 이 가치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24시간이

라는 자원 중 일부를 할애해 자녀에게 기꺼이 투자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기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가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자녀돌봄시간의 불평등이 과거에 비해

더 심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지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2차자료(2004년)와 4차자료(2014년)를 이용해 미취

학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돌봄시간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년에 비해 더 커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격차가 왜 커졌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분석

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집계 및 세부 분해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계층에 따

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4년에 하루 평균 19.62

분에 불과했던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014년에는 62.31분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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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의 격차가 2004년에는 주당 약 2시간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주당 7시간가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

과로서 미국과 유사하게(Altintas, 2016; Sullivan, 2010) 자녀돌봄시

간이 보다 불평등해진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2004년과 2014년 각 시기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4년에는 가구특성에 관한 설명변수의 투입으로 부모의 교

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는 반

대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졌다. 2004년의 경우, 조사요일과 핵

가족 여부만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는 약 18.97분으로, 통계적으로 미미한 차이에 불과했다(p<.10).

하지만 교육수준과 관련되어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변인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고정시키자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28.99분으로 커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해졌다(p<.01). 이 결과는 교

육집단별 가구 특성이 2004년에는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일부 저

지하였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가시적인 자녀돌봄시

간의 격차는 약 59.43분으로 매우 컸지만 설명요인들을 통제한 이후

그 격차가 47.71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2004년과는 달리 가구 특성들이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를 심화시키

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Gracia와 Ghysels(2017)의 국가 간 비교연구 결과

를 떠올리게 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영국과 벨기에 부모들의 경우

2004년의 한국과 같이 부모의 교육계층에 따른 자녀돌봄시간 격차

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더욱 커지는 양상이

나타난 한편, 스페인에서는 2014년의 한국 사회와 유사하게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자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

이 나타났다. Gracia와 Ghysels(2017)의 연구결과가 시사했듯, 본 연

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역시 한 사회의 거시적인 맥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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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요인들에 의해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도, 또는 수렴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두 시기에 걸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

준과 부모의 평균 연령, 맞벌이 형태는 자녀돌봄시간에 일관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주당 평균근로시간과 모 소득 비중, 조

사 요일은 시기별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저학력 부모에

비해 고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긴 양상은 2004년과 2014년

에서 모두 유의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확인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노혜진, 2014; 이예림,

2018; 주은선 외, 2014; Craig, 2006; Guryan et al., 2008). 연구마다

교육수준을 측정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음에도 고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이 더 긴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

고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중 부모

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돌봄시간이 짧아지는 양상도 시기

와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이예림, 2018; 주은

선 외, 2014). 자녀연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2014년 자료를 활용하

여 자녀연령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부모연령의 효과가 대부분 사

라진다는 것을 고려하면29), 이 결과는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

에서의 시간 요구가 커져 자녀돌봄시간이 짧아짐을 지지한다(Sayer

et al., 2004)기보다 자료의 한계로 통제되지 못한 자녀의 연령 효과

가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가용시간 이론이 예측한

대로 두 시기에서 모두 한부모 가구보다 양부모 가구가, 전일제 맞

벌이보다는 반일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가 더 긴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에 두 시기에서 모두 자녀돌봄시간과의 선형

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도 있었다. 저학력 가구와 중위학력

가구 간의 자녀돌봄시간 차이는 두 시기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났으며, 가구소득과 핵가족 여부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29) 자녀연령을 추가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부록에 수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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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시대에 따라 자녀돌봄시간과의 관계가 변화한 요인들도 있

었다. 이는 자녀돌봄시간과 가구 특성 변수들의 관계가 정책적 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평균근로

시간과 조사 요일(주중/주말)의 효과는 2004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

나 2014년에는 유의하게 변화하였는데,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 및 주5일제 등의 제도적 영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4년의 경우, 여전

히 장시간 근로가 전반적으로 만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부의 경제

활동량을 전일제 맞벌이, 반일제 맞벌이, 외벌이로 분류하였을 때

연속적인 주당 근로시간은 자녀돌봄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비교적 정착된

2014년에는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자녀돌봄시간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과는 달리 통제변수인 조사요일의 효과가 2014년에 유의해진

것도 주5일제의 안정적 정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는 근로시간

과 자녀돌봄시간 사이의 선형적 관계는 노동정책 및 노동관행에 따

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뿐만 아니라, 모 소득 비중의 효과에도 현저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2004년에는 모 소득 비중이 자녀돌봄시간과 음의 방향으로 상관되

었으나, 2014년에는 그 관계가 양적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모 소득

비중의 효과가 시기별로 상반되는 현상은 김소영과 진미정(2016)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바 있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의 연

구에서는 2004년과 2009년에는 모소득비중이 커질수록 어머니 본인

의 돌봄시간 양이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는 반대로 늘어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은 모소득비중과 크게 관

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모소득비중과 가구수준의 자녀돌봄시간 간 관계가 역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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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환경이 변화한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고소득의 어머니가 본인의 소득을 자녀돌봄

책임을 회피하고 아웃소싱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미

취학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시간압박을 감수하였을

수 있다(김소영 & 진미정, 2016; 신윤정 외, 2014). 또는, 고소득 직

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친가족적인 환경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고소득 워킹맘들의 시간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을 가능성도 존재

한다.

다음으로 넷째, Oaxaca-Blinder 분해분석법을 활용해 고학력 집단

과 저학력 집단 간의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분해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계수효과는 커지고 구성효과는 음에서 양으로 전환

되었다. 계수효과가 커졌다는 것은 고학력 부모와 저학력 부모 사이

에 가구특성에 관한 설명요인 이외에 미관측 특성 및 행동체계의

차이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학력 부모가 적극적 양육 관념

을 적극적으로 수용 및 실천함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심

화된다(Altintas, 2016; Craig et al., 2014)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효과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변화였는데,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와도 맞닿은 결과로서, 가구특성의 차이로 인한 자녀돌봄시간 격

차분이 과거에는 음(-)이었으나 양(+)이 되었음을 함축한다. 그런데

구성 효과가 커진 현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고학력 가구와 저학력 가구의 관측된 특성 자체가

계층화되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졌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

는 학력집단 간에 특성 자체는 과거와 변함이 없어도 시간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의 결정 메커니즘이 변화하여 동일한 가구특성의 분포

가 과거와는 달리 자녀돌봄시간을 계층화시키게 되었다고 보는 것

이다. 양자 중 타당한 해석을 판별하기 위해 교육수준별 가구 특성

의 변화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자녀돌봄시간의 결정 요인을

살펴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4년과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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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했을 때 교육계층에 따른 특성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

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두 시기에 걸쳐 부모의 교육수

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가구 특성은 가구 소득과 모 소득 비중

뿐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구 소득과 모 소득 비중이 높

아지는 경향이 유지되었다. 반면에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 소득 비

중을 비롯해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크기 및 방향이 변화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성관념도, 노동시장의 분위기, 양육 패러다임 등

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자녀돌봄시간의 결정 기제가 변화하

였으며, 이로 인해 저학력 가정이 가진 평균적 특성이 자녀돌봄시간

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분해분석 결과, 2004년-2014년 동안 부모의 교육수

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것은 학력집단 간 양육에

대한 행동패턴의 차이가 커졌을 뿐 아니라 가구특성 분포가 자녀돌

봄시간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구성효과를 개별 설명변수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세부

분해를 통해 구성효과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2004년에 교육계층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낮추었

던 요인들의 효과가 2014년에는 대부분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04년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성 역할 관념 특성을 제외하

고 부모연령, 맞벌이 형태, 가구소득, 모소득 비중 등의 가구특성이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를 완화하였다. 2004년에는 저학력 가구의 연

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외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모 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이 총 구성효과를 낮춘 것이다. 하지만 2014

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졌는데, 구체적으로 2014년에 저학력 가

구의 고학력 가구의 평균 연령이 더 높아졌고 외벌이 비중은 더 낮

아졌다. 그리고 저학력 가구의 모 소득 비중이 낮다는 특성은 2014

년에도 동일하였지만, 모 소득 비중과 자녀돌봄시간의 관계가 음에

서 양으로 변모함에 따라 구성효과가 확대되었다. 종합하면,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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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녀돌봄시간 격차를 설명하는 구성효과가 커진 것은 교육계층

별 가구 특성상의 변화와 가구특성들의 영향력 변화가 맞물린 결과

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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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의 횡단

적 격차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돌봄시간의 종단적 변

화를 교차시킴으로써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기술적으로 확인하

는 것을 넘어, 격차가 왜 커졌는지를 탐색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

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자녀돌봄시간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

녀돌봄시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히고(Craig, 2006; Guryan et

al., 2008), 자녀돌봄시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Bianchi et al., 2006).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차이와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교육집단 간 횡단적 차이(Buchanan, 2018)와 시

점 간 종단적 변화에 대한 분해를 시도한 바 있다(김소영, 2016; 신

윤정 외, 2014; Chalasani, 2007; Champagne et al., 2014; Hofferth

& Sandberg, 2001).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봄과 동시에 자녀돌봄시간 계층화 수준이 시간에 따라 심화

된 원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

차가 지난 수십 년간 심화되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발자취

를 따라 한국 사회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양육 패러다임의



- 109 -

전환, 성 평등도의 향상 등의 거시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에도 유사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한국 사회에서도

자녀돌봄시간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계

층화가 심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어 본 연구가 갖는 두 번째 이론적 함의는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가 심화되었음을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층화를 유인한 복잡

한 역동을 분해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분리해 정교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경로는 첫째, 부모의 학력에 따라 관측

된 가구 특성 자체가 계층화되었을 수 있고, 둘째,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구 특성과 자녀돌봄시간의 일반적인 관계가 변하였을 수 있

고, 셋째, 자녀돌봄에 관한 성향이 학력 집단별로 달라졌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분해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계분해

를 통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특성 자체가 계층화되었

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돌봄에 관한 성향이 계층화되었기 때문인

지를 확인하고, 세부분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자녀돌봄

시간 계층화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해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술통계분석 결과와 시기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된 원인을 둘러싼 해외

학자들의 추측과 해석이 한국의 상황에도 일부 유용한 통찰을 제공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적극적 양육 관행이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용되면서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더 커

졌을 가능성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많은

연구들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심화된 배경으로 1990년대부터 양

육 패러다임이 ‘적극적 양육’으로 전환되고, 특히 어린 자녀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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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자극을 제공하고 안정적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이 자녀의 두뇌

발달을 비롯해 자녀의 생애 전반에 매우 결정적이라는 연구가 발표

되고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Craig et al., 2014; Ramey &

Ramey, 2010). Altintas(2016)는 고학력 부모는 적극적 양육 관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반면 저학력 부모는 그

렇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양육 관행을 수용하는 강도가 부모의 학

력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계 분해를 실시

한 결과, 교육계층 간의 미관측 요인 및 행동체계의 차이를 대변하

는 계수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집단 간 양육에 대한 지향

과 관행이 더 이질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Esping-Andersen(2009)은 가구의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 내 어머니의 협상력을 매개로 자녀돌봄시간이 계층화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상대자원이론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높은

경제력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해 전체 자녀돌봄시간을 늘리는

힘으로 기능하는 반면, 저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력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분해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에 모소득비중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Esping-Andersen(2009)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김소

영과 진미정(2016)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 모소득비중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가 변화한 것은 고학력 어머니의 경제력이 아버지

의 돌봄참여를 촉진하여서라기보다는 고학력 어머니 본인의 양육

행동 및 양육 환경 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Esping-Andersen은 고학력 가구를 중심으로 성 평등 혁명이 불완

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가구 수준의 자녀돌봄시간이 더욱 불평등

해졌다고 주장하였지만, 2004-201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관찰된 자

녀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적극적 양육 패러다임 및 가족친화적 노동

시장이 고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도입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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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이론적 함의는 자녀돌봄시간의 격

차 중 구성효과에 기인한 부분이 커졌음을 밝힘으로써 자녀돌봄시

간의 격차를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조명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돌봄시간의 교육적 격차가 개인적 양육 지식 또는 부모 역할

관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면 최근에는 저학력 부모가

가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성 역할 관념 특성으로 인해 자녀와 함

께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보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

돌봄시간의 격차라는 현상을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읽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기에 발생하는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부모

-자녀의 관계, 자녀의 웰빙, 그리고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

킬 기회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녀돌봄시

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04-2014년 동안 고학력 가구와 저학력 가구 간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가 늘어났음을 확인하였고 가구의 특성과 행동체계의

차이로 인해 자녀돌봄시간의 계층화가 확대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

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맞벌이 형태, 유급근로시간 등 부모의 가용시간과 관련된 변

수들이 자녀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자녀돌

봄시간 확보 전략으로서 시간지원형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한다. OECD의 <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로 한국이 선

정되었다. 호주 아동은 하루에 평균 4시간 이상을 부모와 함께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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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한국 아동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고작 1시간 미만에

불과했다(OECD, 2015). 이러한 국제비교 결과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 아동들의 삶을 드러낸다. 따라서 최

근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두고 자녀에 대한 경쟁적이고

과도한 시간 투자를 드러낸다고 우려(신윤정 외, 2014)하는 것은 부

적절해 보인다. 대신에, 이는 과거 일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던 사

회에서 차츰 벗어나 자녀의 양육과 가족 기능에 필수적인 시간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즉, 미취학

자녀 돌봄시간이 2004-2014년 동안 증가한 것 역시 고무적인 변화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촉구된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 보육시설

설치, 아이 돌보미 서비스, 보육비 무상지원 등과 같이 자녀돌봄의

아웃소싱을 지원하는 제도에만 편중된 가족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물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

책도 중요하고, 무상보육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부모의

시간 압박을 낮추는 기능을 할 수 있다(Sayer et al., 2004). 하지만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시간부담

을 완화하는 제도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일 가정 양

립 지원법이 신설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모들은 이 제도를 실질적으

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모의 시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제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

된다.

둘째, 교육계층 간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일상시간의 차이가 미취학 아동기 동안 누적되어 큰 발달 기회 상

의 차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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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 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임상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부모의 시간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

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저학력 저소득 부모까지 제도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학

력 부모의 경우 가족지원제도의 사용이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활용률이 더 낮을 수 있다(고제이 & 고경

표, 2017). 뿐만 아니라 저소득 저학력 부모의 경우 생계를 위해 자

발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가족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김선미, 2012). 이러한 측면에서 김선미(2012)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은 일 특성과 가정특성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어 설계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안정된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 가정

과 불안정 저소득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일-가정

지원 전략이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은

선 외(2014)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보전이 수반되

어야 모성 및 부성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시간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역시 모든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렇다면 어

떤 추가 장치가 저학력 부모의 자녀돌봄시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고학력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시간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저학력 가구는 소득

이 높을수록 경제학적 공식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는 양상이 나타

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을 결정하는 행동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

적합한 제도 및 서비스가 달라진다. 첫 번째로, 저학력 부모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은선 외(2014)가 주

장했듯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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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며 시간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

다. 그리고 유급근로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사노동과 같은 다

른 시간 제약을 완화하는 서비스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최근 한부모 가정에게 가사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지원하

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는데,30) 유사하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를 저학력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러한 서비스는 유급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저학력 저소득 부모들

로 하여금 근로시간 외 가용시간을 최대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육 지식에 대한 정보의 격차 때문에 자녀돌봄시간의

결정 패턴이 달라진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아동기 자녀에게 부

모가 직접 제공하는 놀이 및 돌봄이 자녀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매

우 중요하다는 지식, 그리고 아동의 발달학적 필요와 특성에 관한

지식들은 대부분 대학기관을 통해 생산되며, 양육 서적 및 주변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습득된다. 아동의 발달 및 양육에 관한 정보

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력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부모 교

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다.

30)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

http://news.seoul.go.kr/welfare/files/2019/03/5c9343aac2e351.06311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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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

며 결론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양적 차이만 분석할 뿐, 돌봄시

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과 관계의 깊이를 고려하지 못하

였다. 자녀에 대한 시간 투자는 물질적 투자와 달리 투자의 양만으

로는 그것의 가치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다. 자녀돌봄시간이 동일하

다 하더라도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패턴과 양육 스타일에

따라 자녀의 웰빙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자녀돌봄시간의 양 자체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고 부모-자녀 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자녀돌봄시간의 양적인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돌봄시간

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를 고려할 때 자녀돌봄시간의 가치가 보

다 완전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자녀돌봄시간이 계층화된다는 것의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향후에 자녀돌봄시간의 양과

질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돌봄시간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일지 자료와 돌봄의 질을 측

정할 수 있는 설문자료가 통합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두 개의 시점만을 분석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가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2014

년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에 대해 추

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이것이 10년 동안 점진적으

로 일어난 변화인지, 아니면 두 시점 사이의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는 엄밀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자녀돌봄시간의 격차 수준이 종단적

으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자료를 활

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2019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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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자녀돌봄시간 계층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중위학력 및 고학력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돌봄시간이 증가하여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자녀돌

봄시간의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하였다. 이후에 저학력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며 따라잡기(catch-up) 현상이 나타났는

지, 아니면 기존의 경향이 지속되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보다 커

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시간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보편화되

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구명하지는 못

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개인의 교육 수준을 고졸을 기준으로 저학력과 고학력으로 구

분하고 가구의 교육수준을 저학력 가구와 중위학력 가구, 고학력 가

구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세 교육집단에 대하여 자녀돌봄시간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집단 구분으로 인해 한 집단

내부에도 상당한 교육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인 추정

치, 즉 실제 모수보다 작은 추정치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분해분석의 특성상 부모 중 한명은 저학력이고 다른 한명은

고학력인 중위학력 가구가 제외되었다는 한계도 밝혀둔다. 추후 후

속 연구를 통해서는 교육수준과 자녀돌봄시간 간 구체적인 관계의

형태가 구명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 구조 자체가 계층화되는 인구사회학

적 변화로 인해 자녀돌봄시간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Altintas, 2016)

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부모 가정을 연구대상에

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이다. Altintas(2016)는 미국 사회

에서 대졸 부모와 고졸 부모의 발달적 돌봄시간의 격차가 증폭되었

음을 밝히며, 자녀와 별거 중인 아버지를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한부모 가정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교육계층 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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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돌봄시간 격차가 더 커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

구가 연구대상에서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돌봄

시간결정 이론 가운데 부부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상대자원이론과

성 역할 관념 이론은 한부모 가구에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계층화가 자녀돌봄시간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부모 가정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론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고려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녀의 연령 및 수는

돌봄의 수요와 관계되어 자녀돌봄시간에 변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수이다(Hallberg & Klevmarken, 2003; Sandberg & Hofferth,

2001). 하지만 2004년 자료에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지 않아 자녀의 연령과 수를 본 연구의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하였

다. 생활시간자료는 2014년부터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인구학적 정

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년 이후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들은 자녀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자녀돌봄시간

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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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잔차가정 확인

1) 잔차 산포도

2) 잔차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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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차 Q-Q plot

4) 교육수준 별 잔차 히스토그램(2004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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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자녀변수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2014

(자녀변수 미포함)

2014

(자녀변수 포함)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β(t) β(t) β(t) β(t)

절편
129.22

(4.32)***

255.56

(3.46)***

174.07

(5.08)***

122.82

(1.69)+

교육수준

저학력(ref)

중위학력 27.45(1.23) 12.65(0.61) 14.23(0.71) 8.43(0.44)

고학력 59.43(3.09)** 47.71(2.51)** 40.59(2.33)* 38.11(2.20)*

인구학적

부모연령 -4.13(-3.00)** 0.95(0.69)

사회경제적

평균근로시간 -0.88(-2.23)* -0.70(-1.92)+

전일제맞벌이(ref)

반일제 맞벌이 73.47(3.11)**
94.95(4.21)**

*

외벌이 135.42(5.60)*** 76.78(3.49)***

가구소득 0.04(1.05) 0.02(0.54)

모소득비중
43.10(1.62) 33.20(1.35)

성 평등적

부모보수(ref)

부진보 5.94(0.24) 17.58(0.76)

모진보 4.07(0.24) 6.91(0.44)

부모진보 9.38(0.58) 3.97(0.26)

통제변수

자녀 수 34.73(3.78)*** 36.23(4.07)***

부록a: 2014년 자녀변수 추가한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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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3. 2014년 교육수준별 회귀분석 결과

2014 저학력 2014 고학력

β t β t

절편 366.91 2.13* 251.33 2.77**

인구학적

부모연령 -2.46 -0.78 -3.47 1.82+

사회경제적

평균근로시간 -0.52 -0.53 -1.09 -2.27
전일제맞벌이(ref)

반일제 맞벌이 62.97 1.12 87.44 3.11***

외벌이 101.11 1.46 143.03 5.04***

가구소득 -0.38 -2.71** 0.09 2.13***

모소득비중 -60.92 -0.53 63.87 2.11**

성 평등적

부록b: 2014년 교육수준별 다중회귀분석

자녀 연령
-46.71

(-14.47)***

-40.30

(11.70)***
비핵가족(ref)

핵가족 60.27(2.98)** 18.47(0.97) 61.37(2.90)** 27.91(1.35)

주중(ref)

주말 42.39(3.58)*** 37.95(3.45)*** 38.35(3.62)*** 34.63(3.40)**

N=973 N=973 N=946 N=946

F=8.49***
F=16.47**

*

F=49.29**

*

F=28.05**

*

=0.0345



=0.0305

=0.1825



=0.1714

=0.2395



=0.2346

=0.3115

=

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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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p<.05 ** p<.01 *** p<.001

부모보수(ref)

부진보 83.74 1.11 15.64 0.51

모진보 -61.08 -1.53 3.42 0.16

부모진보 -35.66 -0.95 4.53 0.22

통제변수
비핵가족(ref)

핵가족 13.80 0.32 20.50 0.90
주중(ref)

주말 45.87 1.63 45.78 3.46***

N=100 N=687

F=4.38 F=14.32

=0.3536

=0.2728

=0.1892

 =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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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Gap in Parents' Time

Investment in Preschool Children

Longitudinal Analysis of South Korea

Cha, Eun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children's life opportunities

are increasingly bounded by parents’ backgrounds in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atification of

the daily amount of parent-child interaction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 leve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parents' time investment in preschool children is gradually

becoming unequal and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inequality in

childcare time.

For this aim, the childcare time of parents who are raising

preschool children was analyzed. Firstly,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 gap in childcare time between educa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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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larger in 2014 than in 2004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relevant societal change

behind the widened educational gap in childcare time through

hierarchical multivariate regress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the

2nd(2004) and 4th(2014) wave of the Korean Time Use Survey,

colle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ap

in childcare time according to the parents’ education level

expanded in 2014 compared to 2004. In other words,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al inequality in

childcare time has become more serious between 2004 and 2014.

Second, the educational disparity in 2014 increased when

considering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while the opposite effect was observed in 2004.

Namely, the influence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educational gap in childcare time has converted between

2004-2014. This means that as the contextual surrounding the

family and labor market changed, the households’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ubjective gender role characteristics in 2014

increased the educational inequality in childcare time unlike 2004.

Third, in 2004 and 2014,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that had

a consistent influence on the childcare time were the parents'

education level, the average age of the parents, and the type of

bread-winning, while the effect of the average working hours

and the maternal income ratio differed depending on the t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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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n particular, in 2004, the maternal income ratio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total childcare time at the

household level, but in 2014, the relationship reversed in a

positive direction. This suggests that the norms and environment

of parenting changed during 2004-2014.

Fourth, among the total gap in childcare time between highly

educated and low-educated parents, the coefficient effect

increased and the composition effect shifted from negative to

positive in 2014, compared to 2004. The increased coefficient

effect implies that behavioral or unobserved characteristics

between two educational groups have become more different. At

the same time, the shift in the sign of the composition effect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s in observed household

characteristics alleviated the gap in childcare time in 2004, but its

effect changed to aggravate the gap in 2014. In sum, the

educational gap in childcare time widened between 2004 and 2014

not only due to the increasing difference in behavioral patterns

for parenting but also to the change in the influence of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inequality in childcare time.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critically applied the foreign discussions that the

educational gap in childcare time is widening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This enabled empirical confirmation whether the

Korean children’s time with their parents is diverging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 level. Moreover,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more deeply by decomposing the

complex dynamics that induce the stratification of childca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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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related explanatory variables. This helped us to discern the

causal factors which account for the widening gap in childcare

time in Korean society.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limitations such as not considering the quality of interaction

during childcare time and not including the demographic

information about children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It is

hoped that these limitations can be complemented through

follow-up studies using extensive data which includes quality of

time-use and information of children.

Keywords : Childcare time, Inequlity in childcare, Early

childhood, Stratification, Parental investment, Time diary

methods, Decomposition

Student Number : 2018-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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