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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들의 다양한 양육역할이 자기결정적 수행동기

와 긍정적 실행을 통합한 관점에서 어떻게 유형화되며, 아버지의 양육역할

에 대한 영향요인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자기결정적 수

행동기와 긍정적 실행을 통합하여 잠재유형화하여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모

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

지 양육역할의 결정모형인 Lamb의 4요인 모형을 수정‧적용하여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원, 직장의 제도적 요인이 잠재유형 별로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기업에 고용된 직장인 초혼 남성으로서 4~7세 미

취학 자녀를 첫째 자녀 혹은 독자로 두고 있으며 양육역할과 관련된 활동

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이다. 조사방법은 아버지 양육역할조사를 위해

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대상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4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한 후 2014년 1월 29일부

터 2월 27일까지 507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41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일

반적 특성과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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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양육역할 실행(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 온정성, 부모 통제) 변수들을 잠재계층모형에 투입하였고, 잠재유형의 

수를 통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잠재유형 수에 따라 잠재계층모형에서 계산된 모수를 통해 구해진 

계층 멤버십 확률에 기초하여 연구대상자들을 잠재계층에 할당한 후, 각 

유형에 소속된 대상자들이 잠재계층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별 차이를 보이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과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은 양육역할에 대해 평균적으로 타율적인 수행

동기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낮은 수준에서 자율적인 수행동기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역할 실행에 있어서는 평소에 자녀와 함께 하는 직

접적인 상호작용 활동과 통제적이고 훈육적인 실행을 보통 정도로 하고 있

었고, 온정적인 실행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자녀와 함

께 하는 활동 상대자나 자녀에게 규범을 가르치는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

할을 보통 수준으로 하는 한편, 온정적인 아버지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 많

이 하였다. 

이러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자기결정적 수행동기는 자녀와 놀아

주고 활동하는 아버지나 온정적인 아버지 등 현대적인 아버지상에 적합한 

양육역할 실행과 상호 관련되어 있었으나, 전통적인 훈육자의 역할과는 직

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양육역할 실행을 많이 하는 아버

지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훈육자 역할과 현대적인 온정적 아버지 역할을 두

루 갖춘 긍정적인 실행을 하고 있었다. 

둘째,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을 조

합한 결과, ‘소극적 보조양육자’, ‘적극적 보조양육자’, ‘소극적 양육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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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양육자’의 네 가지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유형이 도출되었

다. 

셋째,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도출된 유형에 따라 관련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

과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

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고, 배우자의 학력이 높고, 직장 규모가 작았

다.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기

대, 직장 상사의 지지 수준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정

도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

자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고, 자녀 수가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적

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수준

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적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았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 참조집단에 관계없이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값에 따라 유형에 속할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후검

정으로 평균-고정 한계효과(MEM: Marginal effect at means)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은, 부

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수준이 낮아질수록, 또는 직장의 가

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을수록 높아졌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높

을수록,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대한 한계효

과가 커졌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은, 부모효능감과 배우

자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다가 중상(中上) 수준 이상이 되면 확률

이 낮아졌다.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해본 아버지들은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들보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부모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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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질수록 커졌지만, 부모효능감이 아주 높으면 오히려 한계효과가 조

금 작아졌다. 배우자 기대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 될 때부터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해졌으며, 배우자 기대가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직장 상사의 지지는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

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또는 자

녀가 한 명인 경우에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극

적 양육자 유형에는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부

터 유의미한 한계효과를 내었고,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아버지들의 다양한 양육역할을 자기결정적 동기와 긍정적 

수행을 통합한 관점에서 유형화함으로써 기존의 선형적인 분석으로는 해석

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양육역할의 수행동기 수준이 높은 만큼 실행 수

준이 따라가지 않는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과 수행동기 수준이 낮은데도 

실행 수준이 높은 소극적 양육자 유형 등 수행동기와 실행 간에 불일치를 

보이는 아버지들을 유형화를 통하여 밝혔고, 각 유형들 간의 영향요인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영

향요인들의 수준에 따른 유형 소속 확률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

버지 양육역할수행 양상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적인 개입을 위한 유형별 전

략 구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아버지 양육역할,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 아버지 양육역할 실

행,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원, 제도적 요인 

 

학번 : 2009-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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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가족 환경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면서, 사회와 가족이 기혼남성

에게 기대하는 가족 내 역할의 모습도 다양해졌다. 남성의 고용지위가 불

안정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적으로 장려되면서, 기혼남성이 가족 

역할을 하는 것에 높은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Daly & Lewis, 

2000). 또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가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가족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관계망도 작아지면서, 기혼남성이 가족 역

할에 헌신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기혼남

성의 가족 역할은 가장의 역할, 즉 도덕적 훈계자와 가계부양자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양육과 돌봄 제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대되었다(Marsiglio, Day, & Lamb, 2000). 

이러한 기혼남성의 가족 역할 중 최근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선행연구자들은 아버지 양육역할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Habib, 2012; Lamb, 1986; Pleck, 2010; Pleck & 

Masciadrelli, 2004).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설명들은 주로 역할의 수행동기

가 실제 실행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개념적으로 보면 수행동

기가 실행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내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서는 수행동기와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아버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행동기가 실행을 결정하는 모형에 따른 경험적인 연구결과들도 수

행동기와 실행의 관계를 확증해주지 못하였다(Pleck & Masciadrelli, 

2004). 결국, 기존의 결정모형으로는 수행동기와 실행의 복잡성과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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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아버지 양육역할의 다양한 양상을 적절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다양한 조합의 수행동기와 실행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행동기와 실행을 통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아버지 

양육역할 양상의 다양성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버지 역할은 양육자로서의 역할

이다. 과거에는 가족의 생계부양이 아버지의 주된 역할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의 사회와 가족은 아버지가 생계부양 외에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직접 참여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이숙현‧권영인, 2009; 허영림, 

2006; Coltrane, 1996). 이와 함께, 학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양육에 활발하

게 참여하면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아내의 스트레스가 경감되며 아버

지 자신도 양육 행위에서 오는 만족감과 친밀감을 경험하여 가족 전체의 

복지가 증진된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김근혜‧김혜순, 2013; 

이재림‧김지애‧이윤주‧진윤아, 2012; Amato & Rivera, 1999; Lamb, 2000; 

Lewis & Lamb, 2003). 

이렇게 우리 사회와 가족이 아버지 역할에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학문적으로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기혼남성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 친척들은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역할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정부, 시장, 기업들도 소속된 기혼남성

들이 하는 아버지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남성들 자신도 점차 자

녀 양육역할에 내적인 가치를 두면서 양육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이은실‧최혜영, 2009; Pleck, 1997). 일찍이 Lamb과 그의 동료들(1987)

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개인, 가족, 및 사회

의 제반 노력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아버지 양육역할을 

결정한다는 결정요인 모형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노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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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구 같은 아버지’, ‘책임 있는 아버지’, ‘반응적인 아버지’, ‘자애로운 아

버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대적인 아버지 역할 인식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우

리 사회의 아버지들은 아직 의식 변화의 과도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거나 양육 역할에 내적인 가치를 두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아버지상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 아버지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들도 있다. 그 결과, 아버지

들이 양육역할을 하는 실제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아버지 양육역할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을 복합적으

로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양육역할의 유형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버지가 양육역할에 임하는 모습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버지들이 양육 수행에 쏟는 시간의 양(量)일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양육역할 실행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사회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

는 수준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 양상도 다소 획일적인 것으로 보인다(이영

환‧이수재, 2007; Habib, 2012; Pleck, 1997). 통계청(1999, 2004, 2009)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이 미취학 아이
1
를 돌

보는 데 사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30여분이었으나, 20세 이상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10분 미만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맞벌이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대규

모 시간조사가 아닌 소규모의 시간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이보다 긴 시간

을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3세 자녀가 있는 부부 261쌍

                                           
1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기혼여성과 남성의 ‘자녀’가 아닌 ‘아이’로,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아닌 ‘초·중·고등학생’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기혼여성과 남성의 자녀가 아닌 손자

녀나 친척 등의 가구원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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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이영환(20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시간이 평일 44

분, 주말 3시간 41분이었다. 이는 대규모 시간조사의 자녀 돌봄 시간보다 

긴 시간이지만, 어머니에 비해 평일 1/6, 주말 1/2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양육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자료 연구들은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생활시간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변화된 사회적 기대에 차츰 적

응해가고 있는 아버지들이 실행하는 양육역할의 다양한 모습과 경험을 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시간은 아버지의 

내적 역동을 고려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피상적일 수 있다(Marsiglio, 

Day, et al., 2000).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 자

체는 적지만 그 놀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

대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도 이 활동에 내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생활시간의 양만으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아

버지 양육역할을 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찾아보고 이 양상들을 유형화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들 중, Russell(1983) 및 Palm과 

Palkovitz(1988)는 부모역할에 대한 아버지들의 다양한 지각에 기초하여 

양육유형을 자녀에게 관심이 거의 없는 격리된 역할, 전통적인 부양자 역

할, 보조적인 부모 역할, 공유된 자녀양육자 역할, 주 양육자 역할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Jain, Belsky와 Crnic(1996)은 아버지의 양육역

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아버지 역할을 훈육자, 보육자, 놀이상

대자, 보호자 역할로 나누기도 하였다. 양육역할의 양이나 지각, 내용보다

는 질에 관심을 둔 여러 학자들(Carlson, 2006; Marsiglio, Amato, Day, & 

Lamb, 2000)은 기존에 개념화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그대로 차용하여 

온정성과 통제라는 수행의 질적 수준에 따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역할로 아버지의 양육역할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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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Pleck(2012)은 선행연구들의 동향에 적

합하도록 Lamb(1986)의 아버지 양육역할 개념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Lamb의 개념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적인 아버지 양육활동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개념의 구체성과 자녀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으로 인해 이후 아

버지 역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기본적인 분석틀이다. Pleck

은 이 개념을 수정하여, 아버지 양육역할의 핵심 개념을 위해 양적인 측면

과 질적인 측면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적인 수행 측면에서 자

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활동을 포함하고, 질적인 수행 측면에서 긍정적

인 부모 역할로 인정된 권위적인(authoritative) 양육 태도의 두 요소인 

부모 온정성과 부모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Pleck의 제안은 시간

의 양이나 질적인 수행 태도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들의 제

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leck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

양한 활동영역의 양적 양육역할 실행과 권위적인 부모 양육역할 실행 개념

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한편, 아버지 양육역할의 개념화나 유형화와 관련된 위의 연구자들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양, 질, 지각, 내용 등 다각적인 면에 관심을 두기

는 하였지만, 실행의 주체인 아버지 자신의 내적인 특성은 포괄하지 못하

였다. 이에 대하여 몇몇 연구자들(Marsiglio, Day, et al., 2000)은 아버지됨

이나 역할 실행을 개념화하거나 유형화하는 선행연구들이 아버지 자신의 

내적 특성들, 특히 수행동기의 중요성에 거의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

면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질적인 가족환경 맥락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아버지됨과 아버지 양육역할의 개념화를 위해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

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수행동기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역할의 하위 범주 및 역할 실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지각과 상호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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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역할을 이끌어내는 수행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생물학이나 발달심리학, 생애과정, 여성학, 정

체감 이론 등은 아버지의 양육 동기를 개인의 생물학적 욕망이나 발달 과

업, 사회구성적 맥락 하에서의 역할 정체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영환‧

이진숙‧조복희, 1999; Bruce & Fox, 1999; Emlen, 1995; Hawkins & 

Dollahite, 1997; Marsiglio, Day, et al., 2000).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내

재적 동기만 보거나 내면화된 사회적 동기만 보고 있어, 외재적이거나 타

율적인 동기 등 동기의 다차원적인 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고려하기 

위하여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도입하고자 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내적 성장에 대한 지향성 및 심리적 욕구와 

관련된 인간의 동기에 대한 포괄적 이론이다(Deci & Ryan, 2002). 이 이론

은 사람들이 외적 영향이나 간섭 없이도 행하는 선택의 근저에 있는 동기

에 관심을 두고, 자기동기적이며 자기결정적인 정도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행동을 설명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동기를 그 출처에 따라 내재적 동기

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외재적 동기는 다시 자기동기의 수준에 따라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로 구분하여 자기결정성의 연속선

상에 인간의 행동을 위치시킨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적용하면,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실행은 완전히 외재적 동기로 인한 타율적 

행동에서부터 사회구성적으로 협상되어 내재화된 정체감에 따른 행동, 그

리고 완전히 내재적인 동기로 인한 자율적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

에 위치될 수 있다(Bouchard, Lee, Asgary, & Pelletier, 2007).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행하는 양육

역할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Lamb과 Pleck의 아버지 양육역할 개념

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이론틀로 삼고, 이러한 복잡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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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다양한 활동영역에서의 양적 실행과 질적 실행 및 이러한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통합하여 잠재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싼 개인·가족·사회의 특성이 유형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Lamb 등(1987)이 구성한 아버지 양육역할의 

결정요인 모형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양상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들의 다양한 양육역할의 양상과 경험을 명료하게 이

해함으로써 아버지 역할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양상이 내재

적-외재적 수행동기와 긍정적인 실행 변수들의 조합으로 어떻게 유형화되

는지 그리고 각 유형별로 아버지를 둘러싼 여러 영향요인들이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양육역할을 자기결정적으로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의 양적, 질적 측

면을 모두 고려하여 유형화한다. 둘째,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따른 아버지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Lamb의 아버지 양육역할 개념에 대한 주요 영향요

인으로 고려되는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원, 직장의 제도적 요인

(Lamb et al., 1987)이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 아버지들의 다양한 가족 역할 공유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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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발견하고, 가족역할 수행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4~7세의 미취학 자녀를 첫째 자녀 혹은 독자로 두

고 사기업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이며,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

여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계층분석, 다항로짓분석 및 한계효과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유형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된 군집분석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집단의 수를 선택해야 하고 집단 간 독립성이 통계적으로 가정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군집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한 잠재계

층분석은 유형의 수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면서 분석된 유

형 간에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도출된 잠재유형변수를 

다항로짓분석과 같은 2차 분석에 투입함으로서 독립된 유형 간의 특성 차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다. 또

한 잠재계층분석으로 도출된 잠재유형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범주변수이

므로 유형 간 특성 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주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이 적절한 방법이다. 그런데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만으로는 유

형 간의 상대적인 특성 차이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따른 관련 요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검정이 필요하

다. 다항로짓분석은 비선형 확률함수를 이용하는 분석이어서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유형 소속 확률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

항로짓분석의 추후검정으로서, 변화하는 한계량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 소

속 확률을 분석할 수 있는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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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아버지 양육역할의 내재적-외재적 수행동기와 긍정적인 실행 변수들

을 축으로 아버지들의 양육역할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영향요인들의 차

이를 규명하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양육역할

실행 변수들(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 온정성, 부모 통

제) 및 양육역할 실행에의 영향요인들(아버지의 부모효능감,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기대, 직장 상사의 지지, 직장의 가

족친화제도 이용 경험, 근무시간)은 어떠한 일반적 특성을 보

이는가? 

연구문제 2.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양육역할

실행(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 온정성, 부모 통제)은 어

떻게 잠재유형을 형성하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의 각 유형은 아버지의 부모효

능감,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기대, 직장 상사의 지지, 직장

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 및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3-1. 각 유형의 주요 영향요인들은 어떠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2. 각 유형의 주요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는 어떠한 차이

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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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아버지 양육역할의 이론틀 

 

기혼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버지로의 

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의 전폭적인 돌봄이 

필요한 출생 직후의 영아기에는 대체로 어머니가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맡

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아버지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아버지 역할에는 과거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로 인식되는 가장, 생계 부양

자, 도덕적 훈계자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돌봄 제공자, 놀이 

상대자, 가정 교사,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 등의 역할도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아버지 역할 중 영아기를 지난 미취

학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양육자 역할, 즉 자녀를 양

육하는 아버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할 수

행의 내‧외적 과정에 초점을 맞춰 역할 수행을 내적으로 구성하는 동기와 

이 역할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실행을 통합한 관점에서 아버지 양육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수행동기

가 실행을 결정하는 구조의 결정요인 모형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부모역할 실행의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Belsky(1984)는 세 가지 영역별 요

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특성, 사회 환경적 특성, 자녀의 특성이 그

것이다. 개인 특성에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내향성/외향성, 태도, 지식, 

기술 등이 포함된다. 사회 환경적 특성에는 부부관계,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일-가족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자녀 특성에는 연령, 출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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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모역할 실행의 결정요인 모형은 개인

과 사회, 문화의 영향을 포괄하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

(Sanderson & Sanders-Thompson, 2002). 그러나 Belsky의 부모역할 실

행의 결정모형은 아버지보다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모형이다. 

아버지 역할 실행은 부모역할 실행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머

니 역할 실행보다 가변적이라고 알려져 있다(Parke, 1996; Saraff & 

Srivastava,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arke은 아버지 역할 실행의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세분하였다. ① 아버지의 기술, 

태도, 신념 등을 포함하는 개인 특성, ② 자녀의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하는 

자녀 특성, ③ 부부관계,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포함하는 가족 특성, ④ 

부모의 성역할, 문화적 기대, 인종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적 특성, ⑤ 병원

에서의 경험, 직장에서의 정책, 치료적 개입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특성이 

그것이다. 

이 중 자녀의 구체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들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아버지가 충분한 경험과 교육이 뒷받

침되면 어머니 못지 않은 부모효능감을 갖거나 양질의 양육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일상 생활에 관한 지식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Lamb et al., 1987).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 실행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 실

행 경험의 편차가 큰 만큼 자녀에 관한 지식도 편차가 커서 아버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녀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녀가 한 명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의 영

향력을 분석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지

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들 간의 역동만으로도 분석 결과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Lamb과 Pleck(Lamb et al., 1987; Pleck, 1997, 2012)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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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역할 실행의 결정모형으로 4요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4

요인은 ① 동기, ② 기술, ③ 사회적 지원(특히 배우자의 지원), ④ 제도적 

요인(특히 직장에서)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정모형에서 자녀의 특성은 배

제되었다. 그런데 4요인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Pleck과 

Masciadrelli(2004)는 양육역할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선행연구들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인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이

러한 연구고찰 결과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효과

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누적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따라서 아

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결정모형의 분석에서 4요인이 골고루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Pleck과 Masciadrelli는 결정요인들의 누적 효과를 가정한 후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4요인 모형을 적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의 관계라고 언급하였다. 4요인 중 아

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가 실행을 유발하며 지속시키는 직접적인 내적 

요인으로서 역할 실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Lamb 등이 

제시한 4요인 중 동기 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Pleck과 

Masciadrelli는 이러한 연구 동향이 수행동기와 더불어 실행을 아버지의 

환경적 특성보다는 심리적 특성의 기능으로 보는 연구자들의 가정을 반영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4요인 결정모형의 기본 개념에는 네 

개의 요인이 동기, 기술, 사회적 지원, 제도적 요인의 순서로 앞선 요인의 

전제 하에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공식이 내포되어 있

다. 이 공식에 따르면, 기술과 사회적 지원 및 제도적 요인이 역할 실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행동기가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Pleck과 Masciadrelli의 논의에서 가정된 양육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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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동기와 실행의 밀접하고 순서적인 관계 설정은 이 둘의 관계가 일관적

이지 않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보고

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Hofferth, Pleck, Goldscheider, 

Curtin, & Hrapczynski, 2013; Maurer, Pleck, & Rane, 2001; Pleck, 

2012). 이에 대하여 Pleck(2012)은 수행동기와 실행의 관계에 대한 위의 

전제 하에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선행연구들에 따라 동기 요인으로 주로 

사용되는 양육역할의 태도나 정체감을 묻는 척도 수준이 달랐거나, 아버지 

역할에 각 개인이 두는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다루고 있는 

아버지 역할의 하위 영역이 연구들마다 달랐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

가 불일치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기 수준이 높으면 실행 수준이 높거나 동기 수

준이 낮으면 실행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 가족 현장에서

는 동기 수준이 높지만 실행 수준이 낮거나 동기 수준은 낮은데 실행 수준

이 높을 수도 있다.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동기와 실행이 전혀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정체감 수준은 낮지만 상황과 환경 때

문에 억지로 높은 실행을 보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

우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개념적으로는 수행동기가 실행과 다른 요인들보

다 우선적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실행이나 실행 만족도가 현

재의 수행동기를 북돋워줄 수도 있다(이영환, 2008). 

따라서 수행동기와 실행의 관계에 있어서 실행을 종속변수로 하는 일

반적인 회귀분석을 취하게 되면 수행동기와 실행의 다양한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수행동기와 실행의 관계를 유형화하는 분석 

방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료 그 자체로

부터 수행동기와 실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유형화하는지를 파악해

본다면,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렇게 분석된 유형에 따라 아버지 양육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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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면, 일반적인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회귀분석적 결정요인 모형보다도 다양한 현실을 더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통계적인 적합도로 유형을 선정하며 유형별 소속되는 대상 간에 통계적 독

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잠재계층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결정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모형인 Lamb의 4요인 모형을 채택하고자 한다. Lamb의 4요인 모형은 해

외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아 국내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 모

형이다(이영환, 2008). 본 연구에서는 Lamb의 4요인 모형 중 수행동기 요

인을 결정요인 영역에서 분리한 후 양육역할 실행과 통합하여 유형화하고, 

통합된 수행동기-실행 유형별로 나머지 영향요인들인 기술, 사회적 지원 

및 제도적 요인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아버지 양육역할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아버지 양육역할 

 

(1) 아버지 양육역할 관련 용어 정의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의미하는 Lamb의 개념

인 ‘paternal involvement’는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자녀의 복지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정의되며, 주로 ‘아버지의 양

육참여’로 번역되어 왔다(이재림‧김지애‧이윤주‧진윤아, 2012). 그러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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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아버지가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다는 뉘앙스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 대신 ‘수행’ 혹은 ‘실행’을 사

용하였다. 동기와 실제 수행에서의 용어 반복에 의한 모호함을 피하기 위

하여 양육역할에의 ‘참여동기’는 ‘수행동기’로, 실제 ‘참여’는 ‘실행’으로 명

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유아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의미하는 ‘양육역할’

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역할’을, 양육 외의 다양한 돌봄 행동

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자녀 돌봄’이나 ‘아버지 노릇’보다는 협소한 개

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paternal involvement’에 대한 Lamb의 정의

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역할’을 

‘아버지가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자녀의 복지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의 동기화된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 

 

‘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총

칭’(두산백과)이다. 학문적으로도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적으

로 유지시키는 의도 체계이다(김성일, 2004). 그렇다면 아버지 양육역할 수

행동기는 양육역할 실행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내

적인 요인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양육역할 실행이라는 행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유발된 실행

이 수행동기와 부합될 때 자신에게 내적인 보상으로 작용하여 추후 실행의 

지속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아버지 역할에 대

한 사회적 논의의 핵심인 수준 높은 아버지 역할 실행을 유발하고 이를 지

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행동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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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을 이끌어내는 수행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

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미래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의 대표성을 지속시키고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강조한다(Emlen, 

1995). 발달심리학자들은 양육 수행이 생산성(generativity)이라는 성인 발

달 과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수행동기

를 설명한다(Hawkins & Dollahite, 1997). 생애과정이나 정체감, 젠더 이슈 

등에 관심이 있는 이론가들은 여러 사회와 하위문화에서 아버지 역할이 개

인의 성숙을 의미하고 아버지에게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양

육 수행을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Marsiglio, Day, et al., 2000). 특히 아

버지 역할 동기를 설명하는 데 주로 적용되는 정체감 이론은, 아버지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관계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양육역할 정체감을 

협상하게 되고, 협상된 정체감에 헌신하는 방식으로 양육 수행을 한다고 

설명한다(Bruce & Fox, 1999). 

양육역할 실행을 이끌어내는 아버지의 수행동기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

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경험연구들에

서는 수행동기가 실행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으로 인식되어 다

른 어떤 요인들보다 중시되어 왔다. 해외 연구들에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로 분석된 변수들로는 자녀의 성별, 자녀와의 생물학적 관계, 자

녀의 어머니와의 법적 관계, 원가족에서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 정도, 아

동기 시절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화 정도, 자녀 출산 직전 사회화 정도, 

성역할 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 아버지역할 정체감 등이 있다(Pleck 

& Masciadrelli, 2004). 국내 연구에서는 양육역할의 수행동기로 아버지의 

직업관, 자녀관, 아버지의 인성, 부모역할만족도 등이 연구되었다(강란혜, 

2000; 이영환, 2008). 이렇게 다양한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제 실행과

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한 Pleck(2012)은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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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해야 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서 양육역할 실

행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의 아버

지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서 아버지의 역할 정체감이다. 

이처럼 기존의 이론들과 경험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개인의 생물학적 욕망 등의 특성, 발달 과업과 관련된 원가족 관계로부터

의 사회화나 아버지 자신의 인성 특성, 사회구성적 맥락에 따른 성역할 태

도나 역할 정체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내재적 

동기만 보거나 내면화된 사회적 동기만 보고 있어서, 외재적 동기 혹은 외

재적 동기가 어느 정도 내적으로 투사되었지만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 등 동기의 다차원적인 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심리학 분야에서는 ‘지각된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성(self-

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양

극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기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적 구성

과 경험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Deci와 Ryan(1985)이 

제안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오늘날 심리학 분

야에서 인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실증 연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인간 행동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

라 조절되며, 완전히 타율적인 행동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행동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에 위치된다. 이러한 행동 조절(behavior regulation) 방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절의 근원이 되는 동기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Deci & Ryan, 1991; Ryan & Deci, 2000). 이에 대하여 Deci와 Ryan

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양식이 다양하다고 말하면서, 행동 조

절 양식이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동 조절 

양식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동기 유형 중 하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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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는 도전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물질적 보상

이나 외적 제약이 없어도 환경을 제어하려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을 의미한

다.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자유의지와 몰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

게 된다. 자녀 양육에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아버지는 양육 행동을 통해 즉

각적으로 얻는 만족감이나 자기효능감, 자율감 등을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

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Pasley, Futris, & Skinner, 2002). 

반면, 외재적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

할 수단으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다. Deci와 Ryan(1985)에 따르면, 외재

적 동기에 의한 조절은 외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 중 하나인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은 외재적 동기의 원형으로서, 보상이나 처벌과 같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

에서 비롯된 외적 통제 요인에 의해 조절된 행동을 말한다. 외적 조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내가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양성평

등적 가사노동 분담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Volling & Belsky, 1991). 

다음으로,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외적 통제 요인이 

내재화되어서 더 이상 외적 통제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죄책감이나 불안감과 같이 스스로 부과한 내적 압

력의 형태로 작용한다(Ryan & Connell, 1989). 내사된 외적 동기를 가진 

아버지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만족시켜주거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

와 상호작용하게 된다(Silverstein, 2002). 

한편, 외적 조절 과정이 개인의 자기 개념에 완전히 내재화된 조절은 

동일시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동일시된 조절로 인한 

활동은 그것이 자신의 정체감, 가치, 목표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활동

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여전히 외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는 



19 

것이어서 내재적 동기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시된 조절은 내적

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기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버지 역할에 있어

서는, 양육 역할이 아버지 자신에게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더라도 자녀 양

육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역할 수행을 하는 경우에 동일시된 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Beitel & Parke, 1998; Rane & McBride, 2000).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동 조절 양식들은 내재적 동

기, 동일시된 조절, 내사된 조절, 외적 조절 등 자기결정적(self-

determined) 행동 조절에서부터 비자기결정적(non-self-determined) 행

동 조절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 있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각된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행동 조절 양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의 수준은 심리적 기제와 관련이 있어서,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학습능력, 더 큰 관심도, 더 오랜 지속성, 더 많은 노력, 

더 나은 수행,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더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 더 

나은 수준의 건강 등을 보인다고 한다(Deci & Ryan, 1985). 따라서 아버지

들이 양육역할에 자기결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동기화될수록 더 긍정적

이고 높은 수준의 양육역할 실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기결

정성 이론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아버지 양육역할을 분석한 

Bouchard 등(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율적 수행동기는 아버지 역할 

수행의 분산 중 26.0%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부모역할만족도도 7.8%

의 분산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율적 수행동기는 아버지 자신이 지각하는 부모효능감과 주변

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ouchard 등(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은 아버

지 역할에 대한 자율적 수행동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아버지가 양육역할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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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 도와주는 등의 대인관계적인 지지는 자기결정적 동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아버지 역할의 선행연구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자녀나 

코치-학생의 관계와 같은 다른 관계들에서도 부모나 코치가 자율성을 지

지해주면 자녀나 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증진된 반면, 이들의 통제적인 행동

은 자녀나 학생의 자기결정성을 방해하는 경향을 보였다(Deci & Moller, 

2005; Niemiec et al., 2006; Soenens & Vansteenkiste, 2005;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이 외에 제도적 요인도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

론 제도적 요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율적 동기 간의 관계는 아직 연구

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학교의 조직분위기가 교사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elletier, Séguin-Lévesque, & Legault, 2002)를 참고

해보면, 직장의 제도적 요인이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자기결정성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한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행동조절 양식을 밝혀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성은 아버지 자신의 부모효능감, 배우자를 포함

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직장의 제도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은 일반적으로 다차원적이라고 여겨진다(Habib, 

2012; Lamb, 2000; Marsiglio, Amato, et al., 2000). 아버지들에 따라 아버

지 역할로 인식하거나 중시하는 역할 영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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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자들마다 중시하는 양육역할 실행의 차원이 달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기술하고 개념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행연구들에서 기본이 되며 가장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

행 개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Lamb의 개념(Lamb, Pleck, & 

Charnov, 1985; Lamb et al., 1987)을 들 수 있다(Habib, 2012). 

일찍이 Lamb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paternal involvement)을 다음

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참여(engagement), 접근 가능성

(accessibility), 책임감(responsibility)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차원들에

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긍정적 효과가 전제되어 있다. 즉, Lamb의 개

념 하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이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아버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Lamb의 개념 구성 중에서 해외 연구들은 주로 직접적인 참여

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는 직접적인 참여가 접근 가능성이나 책임감보

다 양육행동을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양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

다(Pleck, 2010). 그런데 이 개념을 차용한 연구자들은 실제 경험연구에서 

종종 원 개념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Bianchi, Robinson, & Milkie, 2006; Marsiglio, 1991; Yeung, 

Sandberg, Davis-Kean, & Hofferth, 2001). 아버지의 직접적인 참여는 원

래 ‘직접적인 참여의 총 시간’으로 측정되었는데, 후속 연구자들은 이를 자

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직접 참여 활

동’으로 재해석하였다. Lamb 등(1985)에 따르면, 원래 직접적인 참여는 보

다 광의의 개념인 양육역할 실행(involvement)의 하위 요소였다. 여기서 

양육역할 실행은 전통적인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양육 활동’

으로, 자녀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양

육역할 실행의 하위 요소로서 직접적인 참여는 ‘돌봄 및 배우자와 분담한 

활동을 통한 아버지의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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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의 직접적인 참여를 그 내용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자녀

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낸 시간의 총량으로 구성하던 초기 연구 경향에서 

점차 자녀의 발달을 잠재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적 활동으로 초

점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총량 개념이 자녀의 수를 고려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녀의 발달 성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도 희박했기 때문이었다(Cabrera, Tamis-LeMonda, Bradley, 

Hofferth, & Lamb, 2000; Pleck, 1997, 2010). 또한 시간의 총량을 측정하

기 위한 시간일지법 조사가 일반 연구들에서 잘 사용되지 못하였는데, 이

는 조사비가 많이 들고 조사대상자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실용적인 이유

에서였다(Pleck, 2010). 이에 시간의 총량보다는 자녀와 함께 한 긍정적인 

활동들에 대한 빈도 혹은 부모 간 활동의 분담 방식을 묻는 측정방식이 주

로 사용되었다. 

직접적인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자녀의 발달 성과에 대

한 낮은 예측력을 비판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오히려 직접적인 참여의 개념

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좁은 의미의 직접적인 참여

(engagement) 개념보다는 양육역할수행(involvement) 개념을 보다 더 확

장하여, 생각이나 애착, 지각, 신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Pleck(2010)은 이러한 도구들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증

의 결과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논의하면서, 이는 

개념 수정을 위한 적합한 논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주요 연구 흐름의 변화는 직접적인 참여의 질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참여의 질에 대한 평가로서 아버지

의 ① 온정성(warmth) 및 반응(responsiveness)과 ② 통제(control)를 포

함하게 되었다(Carlson, 2006; Hofferth, 2003; Pleck, 2010). 이 두 가지 

하위 개념은 원래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개념이지만, 양적인 의미가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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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행동의 의미로 차용되어 빈도로 측정됨으로써 Lamb의 양적인 아

버지 양육역할 실행 개념에 포함될 수 있었다. 

부모 온정성과 부모 통제는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양육태도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의 두 요인으로 분류된다(Baumrind, 

1967).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 

Baumrind의 양육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온정 수준이 높고 통제 수

준이 낮은 경우는 허용적인 양육(permissive parenting)이라고 불리며, 온

정 수준이 낮고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authoritarian parenting)이라고 불리고, 온정 수준과 통제 수준이 함께 

높은 경우는 권위적인 양육이라고 불린다. 이중 권위적인 양육이 자녀의 

발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Baumrind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외현화, 내면화 및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Rinaldi & Howe, 2012)에 따르면, 어머니의 허용

적인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 발달의 지표인 

유아의 외면화 행동을 예측한 반면,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 

발달의 지표인 유아의 적응 행동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아버지 대상 연구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

한 계기는 1990년대를 시작으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나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와 

같은 미국의 대규모 공개 자료들이 아버지의 긍정적 역할 실행의 빈도에 

대한 질문 외에도 부모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던 도구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빈도로 묻는 척도들이 포함되면서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아버지의 긍정적 역할 

실행의 개념 구성에 끼워 넣게 되었다. 연구자들(Carlson, 2006; 

Marsiglio, Amato, et al., 2000)은 권위적인 양육태도의 빈도를 ‘정서적 지

지와 일상적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며 비강압적인 훈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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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녀와 보낸 시간’ 등의 형태로 재개념화함으로써 Lamb의 직접적

인 참여의 시간 개념과 관련시켰다(Pleck, 2010). 

한편, Lamb의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하위 차원 중 책임감은 여러 

오해를 불러온 개념이다. 연구자들은 책임감을 단지 자녀의 활동을 감독하

고 자녀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

향이 있었다(Baruch & Barnett, 1986; McBride & Mills, 1993; Pleck & 

Masciadrelli, 2004). 그러나 Lamb 등(1985)은 책임감을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자녀가 돌봄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녀에게 필

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데 아버지가 취한 역할”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책임감은 과정(“자녀가 돌봄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의 

의미와 간접 돌봄(“자녀에게 필요한 자원을 준비함”)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과정적 책임감은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 보조자로

서 조력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Doucet, 2009; Pleck, 2010; Walzer, 1996).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자

신을 보조 양육자로 인식하는가 주 양육자로 인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간접 돌봄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지만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은 아닌 활동으로서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제외된 개념이다.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제외한 것에 대해 Lamb 등(1985)은 생계부양자 역

할이 이미 아버지 역할의 한 측면으로 자리매김하여 연구되어왔기 때문에,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의 새로운 차원들을 담아내고자 제시한 자신들의 아

버지 역할수행 개념 구성에서는 제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간접 돌봄은 자녀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준비하는 

행동으로서 물질적인 간접 돌봄(Leslie, Anderson, & Branson, 1991; 

Peterson & Gerson, 1992)과 자녀의 사회관계망을 증진시키려는 사회적인 

간접 돌봄(Doucet, 2009; Small & Eastman, 1991)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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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Lamb의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개념의 하위 차원 중 직

접적인 참여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 

연구되어 온 반면, 접근 가능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성의 긍정적 영향력도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Bianchi et al., 2006). 

이러한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 Pleck(2010)은 아버지 역할수행 개념에서 

접근 가능성의 차원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Pleck(2010)은 Lamb의 아버지 양

육역할 실행 개념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된 개념에는 핵심적 차원으로서 

직접적인 참여가 선택되었고, 보조적 차원으로서 책임감이 채택된 반면, 

접근 가능성의 차원은 제외되었다. 핵심적 차원인 직접적인 참여는 다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① 긍정적인 직접 참여 활동으로서 자녀

와의 집중적인 상호작용, ② 온정과 반응, ③ 통제. 보조적 차원인 책임감

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① 간접 돌봄, ② 과정적 책임감. 

본 연구에서는 Pleck의 수정된 개념을 수용하여 아버지 양육역할 실

행의 하위 요인 중 접근 가능성은 제외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본 연

구의 대상자인 사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들이 자신을 주 양육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책임감 요소 중 과정적 책임감을 제외하

였다. 그리고 간접 돌봄의 책임감 요소 중 아버지의 물질적 간접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적 아버지 역할 실행과 구별되어 인식되기는 쉽

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 간접 돌봄의 경우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로 선

택된 미취학 아동이 취학 아동에 비해 또래관계를 포함한 사회관계가 상대

적으로 중요한 연령대가 아니므로 자녀의 사회관계망 확장을 위해 수행하

는 아버지의 간접 돌봄 수준이 낮거나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책임감 요소 중 간접 돌봄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핵심 차원인 직접적인 참여의 차원

에만 주목하여 이 차원의 세 가지 요인인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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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성, 부모의 통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아버지 양육역할의 영향요인 

 

(1) 부모효능감 

 

Lamb과 Pleck(1987)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네 가지 결정요인 중 

두 번째 요인으로 기술(skills)을 언급하고 있다. Lamb과 Pleck에 따르면, 

기술은 자녀를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양육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발달시키고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을 포함한다. 즉, 아버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육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에 대하여 자신

이 지각하는 효능감 수준도 역할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영환, 2008).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양육기술 수준이 

대체로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 요인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

는 부모효능감을 선택하였다. 

부모효능감은 기본적으로 Bandura가 구성한 자기효능감 개념에서 파

생된 개념이다(Bandura, 1977; 변창진‧김경린 역, 2003). 자기효능감은 인

간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

다(Coleman & Karraker, 1997). 자기효능감 개념을 구성한 Bandura는 

인간행위의 선행요인 가운데 어떠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겠다

는 가능성의 기대, 즉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주요 요

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지속적으로 노

력을 하고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보이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쉽게 좌절하게 된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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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2011). 

부모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 중 부모역할에 관한 효능

감으로, 양육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양육 행위를 이끄는 결정요인의 하나로 개

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효능감은 보통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바

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실행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된다(고남희, 2009).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특징은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자녀양육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부모역할 실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여 자녀를 위해 즉각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용주‧김혜수, 2003; 한승희, 2011).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결정요인 중 기술 요인으로 부모효능감을 분

석한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양

육역할 실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uch & Barnett, 

1986; Beitel & Parke, 1998; Ehrenberg, Gearing-Small, Hunter, & 

Small, 2001; Pleck & Masciadrelli, 2004).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효

능감이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2008). 그러나 연구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홀벌이 아버지에게서만 

유의미하거나(Crouter, Perry-Jenkins, Huston, & McHale, 1987), 결혼적

응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이 관계의 유의미성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Sanderson & Sanders-Thompson, 2002). 따라서 부모효능감이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결혼의 질이나 맞벌이 여부 등

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효능감과 양육역할 수행동기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 Pleck

과 Masciadrelli(2004)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수행동기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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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매개할 수도 있다고 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즉, 수행동기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추측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설정은 반대의 방향으로 추론될 수도 있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Ozer & Bandura, 1990), 자기효능

감은 주어진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적 

자원, 그리고 일련의 행동과 관계되어 있다. Coleman과 Karraker(1997)

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연구결과들이 다양한 주

제들과 방법론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고 분석

하였다. 곧 자기효능감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은 해당 상

황에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반응 수준에서도 명백한 차이를 보

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Pleck과 Masciadrelli(2004)는 아버

지 양육역할 수행동기가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효능감이 매개할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특정 

역할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동기가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chunk(1990)는 자기효능감이 동기의 한 표지로서 업무 관련 목표 설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Bandura(1989)는 낮은 효능감

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목표를 세우더라도 낮은 수준의 열망을 보였고 대

개 그 목표를 잘 고수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도

전적인 업무를 선택하거나 관여하려는 실제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Sexton & Tuckman, 1991).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추론해 보면, 자기효능감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모효능감도 양육역할 수행동기와의 관계에서 수행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관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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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원 

 

① 배우자의 지지와 배우자의 기대 

 

높은 수준의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은 배우자와 가족, 친구, 동료 등 

중요한 타자의 승인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Lamb et al., 1987).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는 여러 사회적 지원 중 중요한 위

치를 점유하고 있다. Belsky(1984)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체계가 부부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라고 말한다. 이러

한 긍정적인 상호관계 중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및 배우

자의 기대는 다른 지원관계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독특한 지원이다(신숙

재, 1997; 이은실‧최혜영, 2009). 이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경험이 자녀를 중

심으로 아내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크

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뉠 수 있다(Pleck & Masciadrelli, 2004). 하나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결혼의 질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의 기대와 관련하여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이

다. 먼저, 결혼만족도로 대변되는 결혼의 질과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정주‧김용미, 

2011; Kalmjin, 199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심지어 같은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이라도 이 두 관계가 유의미한 정적 

관계라고 분석된 연구가 있는 반면(Blair, Wenk, & Hardesty, 1994), 이 두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된 연구도 있었다(Aldous, 

Mulligan, & Bjarnason, 1998).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 차에 기

인할 가능성이 있다. Blair 등의 연구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양육역할 실행

이 선택적일 수 있는 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반면, Aldou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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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아버지 양육역할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버지 역할 실행과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결혼만족도 외에 아버지 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의 질 

요인으로 종종 연구된 변수는 배우자의 지지이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 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

로 유의미하였다. Lamb 등(1985)은 아버지역할 실행에 대한 배우자의 지

지가 없으면 역할 실행을 많이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DeLuccie(1996)도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 빈

도와 구체적인 양육 목록의 공유 수준이 크게 증가하며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신숙재(1997)는 아버지들이 

부모역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위 사람의 지원보다 배우자의 협력이 더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김정주와 김용미(2011)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와 결혼만족도가 아버지 역할 실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이 두 변수를 동시에 회귀분석에 투입하였을 때 아버지 역할 실

행에 결혼만족도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는 결혼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분

석에 함께 투입된 다른 변수들과의 편상관 때문일 수도 있어서, 두 변수 

사이의 편상관을 고려한 분석을 하거나 두 변수 중 하나만 분석에 투입하

는 것이 좀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과 대체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배우자 지지를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요인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배우자 지원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 경향은 배우자의 기대와 관련된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이다.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은 어머니가 아버지 양육

역할 실행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 기대한다거나 모성 정체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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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거나 차별적인 가족역할 개념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양육의 역할과 가정관리자의 역

할이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인데 아버지의 양

육역할 실행 수준이 증가하면 이 영역에서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비록 자녀 양육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더라

도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선호한다는 것이다(Lamb, 1986). 실제로 아

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였으며, 양육역할 실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선자, 1993). 

그러나 문지기 이론의 핵심 가정인 어머니의 기대나 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표본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Beitel & Parke, 1998; Bonney, Kelley, & Levant, 1999; 

DeLuccie, 1996; Glass, 1998; Maurer et al., 2001; McBride & Rane, 

1998),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다(Pleck, 1997). 특히 

NSFH와 같은 미국 전국 규모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이 관계의 

유의미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Aldous et al., 1998; Ishii-Kuntz & 

Coltrane, 1992; Marsiglio, 1991).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실행이 

자녀의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선행연

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Aldous et 

al., 1998; Amato & Rivera, 1999; Ishii-Kuntz & Coltrane, 1992). 이 외에

도 배우자의 기대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만 않다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외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외적 동기가 아버

지에게서 내면화될 수도 있어 역할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배

우자의 기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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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장 상사의 지지 

 

아버지가 양육역할에 대하여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에는 배우자와 관련

된 지지 외에도 친척, 지인, 직장 상사 등 아버지의 사회관계망에서 오는 

지지도 포함될 수 있다(Russell, 1986). 사회적 지원이 미취학 자녀의 아버

지의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Ahmeduzzaman과 

Roopnarine(1992)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

을 양육참여 수준, 사회화 책임감, 양육 책임감, 자녀에 관한 의사결정, 접

근 가능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친척의 지지

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외의 범주와 양

육역할 수행의 총점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가족과 친

척 외에 지인과 직장 동료에게서 오는 사회적 지원은 양육참여 수준뿐만 

아니라 양육 책임감, 사회화 책임감 및 역할수행 총점과 정적 상관을 보였

고, 접근 가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회관계망에서 오는 지지의 

영향력은 배우자의 지지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에 비하여 아버지의 사회관계망의 지지는 양육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고무적이고 더 적은 자원을 제공해준다(Hossain & Roopnarine, 1993). 그

리하여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아버지의 높은 역할 실행을 보장해주지는 못

하며, 홀벌이 가족에게서는 오히려 아버지의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역할 

실행 수준이 낮아지기도 한다(Riley, 1990). 그러나 Riley의 연구에서 양육

역할에 동기화된 맞벌이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지지 중 지지적인 대화가 아버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친척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이 가지는 상호 관계와 맞벌이 여

부와 같은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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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척이 아닌 사회관계망 중에서 직장인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매일 만

나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은 직장 상사이다. 아쉽게도 직장 상

사의 지지가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Pleck & Masciadrelli, 2004). 반면, 양육역할의 수행동기

나 실행과 관계가 있는 일-가족 갈등이나 양립에 직장 상사의 지지가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일-가족 갈등과 직장 

상사의 지원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옥

선화 외, 2011), 직장 상사의 지원과 일-가족 갈등 간 관련성은 부적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Zr=-.11, Cl=-.15~-.07). 이러한 효과크기에서 

연구별 여성 응답자 비율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b=-.01, SE=.06), 

직장 상사의 지원과 일-가족 갈등과의 관련성은 응답자의 성별에 관계없

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상사의 지지

가 일-가족 갈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실

행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요인으로 배우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지지를 포함하였다. 물론 직장 상사의 지지가 아래에 논의할 

제도적 요인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자가 질문지에 

응답 시 ‘직장 상사’를 고용주나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주관적

인 측면에서의 제도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 상사

의 지지가 해당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조직 분위기에 따라 이들의 

지지가 결정되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지지는 사

회관계망에서 오는 관계적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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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및 배우자의 기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고, 배우자 외의 사회적 지원으로서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

장 상사에게서 오는 지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3) 제도적 요인 

 

아버지가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고용주는 직장 내규와 직장 문화 조성

을 통해 아버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역할 실행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은 남성이 가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승인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고용자들은 이러한 고용주의 생각이 

자신의 경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Lamb et al., 1987). 

고용주가 정해 놓은 제도적 특성 외에도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관련 요인으로는 직업의 종류와 직위, 주당 평균근무시간, 직

업경험연수, 현재 직업에서의 재직기간, 직장의 크기(피고용인의 숫자), 직

무만족도 등이 있다(김혜선, 2006; 이순희, 2003).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선행연구들이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제한하는 주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꼽는 것은 과중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이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정

규업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로 인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이순희, 2003). 

서구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직장 문화를 꼽고 있다(강란혜, 2000). 자녀 양육에 관하여 유연하고 이해

하는 반응을 보이는 회사에 근무하는 아버지일수록 양육역할을 실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주5일 근무제나 출장 등에 가족

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회사 환경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실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김혜선, 2006; 배지혜‧서혜영‧이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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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순희, 2003).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직장 문화보다는 개인

적 상황, 즉 수입, 직종, 지위 등에 초점을 맞춘 분석들이 대부분이어서(김

혜선, 2006; 조화선, 2005; 허경옥, 1994),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문화, 특히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숙현과 권영인(2009)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표지로서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적 조직 분위기, 그리고 근무시간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제도적 요인을 위해 이숙현과 권영

인의 분류를 따르되, 사회적 지지로 분류된 직장 상사의 지지와 가족친화

적 조직 분위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근무시간

을 제도적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① 가족친화제도 

 

기업들은 정부의 가족친화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아버지들이 양육역할 실행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족친화정책이란, “국

가의 주도 하에 가족, 시장, 지역사회가 함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

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형성, 부양, 양육, 돌봄 등 가족단위의 기

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유계숙 외, 2007; 이숙현‧권영인, 2009).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 의료휴직

제도 등의 휴직제도(leave benefits), 보육시설 확충 등의 아동 부양 지원

제도(care benefits), 육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제도

(financial benefits), 탄력근무제도 및 재택근무제도 등의 직업관리제도



36 

(work policies) 등이 있다(안병철 외, 2005; 유계숙 외, 2007). 한국 기업

들 역시 정부 차원의 가족친화정책의 강조와 더불어 여러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로는 육아휴직, 

병가 등의 휴가 및 휴직제도,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근무제도, 보육

시설 운영, 보육비 지원, 노인시설 확충 등의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상

담, 양육 정보제공 등의 근로자 지원서비스 제도, 그리고 지원금 및 장려

금 지불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 등이 있다(유계숙 외, 2007; 이숙현‧권영인, 

2009; 정기선‧장은미,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

행 수준은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숙현‧권영인, 2009). 

그러나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실

제로 남성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이숙현‧

권영인, 2009). 고용노동부의 2012년 고용보험 DB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기업의 91.7%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당해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은 2.8%에 불과했다. 이러한 제도 

이용의 어려움은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아버지들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경력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휴직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Levine, 1997). 즉, 가족친화제도가 마

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제도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이 현재 내규로 마련해 놓은 가족친화

제도의 개수만으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보다는 직장인 아버지들이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경험 

여부가 직장의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보다 잘 반영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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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시간 

 

시간은 한정된 소비 자원이므로,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가족역할 

실행을 설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왔다(배희분‧옥선화, 

1993; 이세인‧이숙현‧권영인, 2007; 이숙현‧권영인, 2009). 남성이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소비할 경우 가족역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은 

제한되고 전통적인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이에 이순희(2003)는 근무시간

이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숙현과 권영인(2009)도 아버지의 주당 근무시간이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에 부적인 직접효과와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동

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제도적 요인으로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는 아버지들이 양육역

할 실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근무시간이나 직장 내규가 가족친화적이 된다고 해도 실제 아버지의 가

족 역할에의 참여 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도 있다(Lamb, 1982; Lamb et al., 1987). 이는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아버

지역할 수행에 더 동기화되어 있거나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남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

할 수행동기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주는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기회

를 충분히 살려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의 유형별로 제도적 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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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제변수로 아버지의 연령, 배우자의 학력, 부부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양육도우미 유무, 직장 규모를 포함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로서 아버지의 연령과 자녀 수를 통제하였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동과 이에 따른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기대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버지의 연령은 양육역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젊은 아버지일수록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

였다(상형자, 1993). 그러나 양적인 역할 실행 수준은 아버지의 연령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Volling & Belsky, 1991; 허선자, 1993). 

또한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로 자녀 수를 포함하였다. 자녀가 많을수

록 양육역할 실행의 절대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아버지 양육역할이 더 요구

될 수도 있는 반면, 자녀가 적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양육역할에 몰입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성별, 기질 등 자녀의 특성

은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과 관계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agan, 1996; Hofferth, 2003; Hossain & 

Roopnarine, 1993;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Sanderson & Sanders-Thompson, 2002; Volling & Belsky, 1991).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에서 자녀 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녀의 특성인 자녀 성별이나 기질 등은 제외하였고, 

자녀의 수는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통제변수로 배우자의 학력과 부부의 소득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부모가 양육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문화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urdieu, Nice, & Passeron, 1977). 학력에 있

어서는 아버지 연구에서 주로 아버지의 학력 변수를 사용하는데, 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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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1997년도 소득역동성패널연구(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에서 조사된 아버지의 직접적인 양육역할 수

행의 총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erth, 2003). 그러나 같은 

조사 자료에서 학력이 더 높은 아버지일수록 교육이나 성취와 관련된 활동

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분석도 있었다(Yeung et al., 2001). 국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가구 소득과 유아기 자녀의 기질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영미‧민하영,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사기업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어서 

아버지들의 학력이 대졸에 심하게 편포되어 통제변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하였다. 이에 아버지의 학력과 상관관계가 높은 배우자의 학력을 통제변수

로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회

적 지지나 맞벌이 여부, 가구의 소득수준 등과도 관계가 있어 통제변수로 

사용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의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

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가족 구성이 부부와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어

서 부부의 전체 근로소득은 가구의 소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

용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구조의 요소 중 하나인 부부의 맞벌이 여

부는 가족의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분담 양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Pleck과 Masciadrelli(2004)는 부부의 맞벌이 여부

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분석 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중요한 맥락 변수라고 논의하고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총 시간이 맞벌이 부부일 경우 더 높으며, 다른 요인들이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맞벌이 여부가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rnett, 1987; Crouter et al., 198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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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2000; Riley, 1990; Volling & Belsky, 1991). 물론, 아버지 양육

역할 실행 시간의 절대 수치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며,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도 강하지(robust) 않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Pleck, 1997; Pleck & Masciadrelli, 2004). 그러나 이는 절대 시간의 양과 

관련된 결과이므로, 시간의 절대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할 실행을 측

정하거나 실행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는 그 양상이 달라질 가능

성이 있다. 실제로, Lamb의 4요인 모형을 분석틀로 하되 부부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측정한 이영환(2008)의 연구에서는 네 가

지 주요 결정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들이 

홀벌이 가정의 아버지들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역할 실행을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통제변수로서 정기적으로 양육을 도

와주는 양육도우미의 유무를 포함하였다. 양육도우미의 유무는 어머니의 

양육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육도우미에는 아이의 친·외 조부모와 고용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직장 관련 통제 변수로는 직장 규모를 포함하였다. 직장 규모는 기업

의 가족친화정책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기업일수

록 가족친화적인 내규들을 갖추거나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친화정책이 비교적 잘 정착된 유럽의 연

구들은 아버지들이 양육 관련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의 회사가 

이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버지들이 진급 기

회를 놓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Lammi-Taskula, 

2007), 이러한 걱정은 대기업보다는 인적자원이나 재정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에게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미 

계열의 연구에서도 대기업들이 아버지들의 양육 관련 휴가 사용에 더 지지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hitehouse, Diamond, & Baird, 2007).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규모와 아버지 역할 실행의 관계가 연구마다 항상 일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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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직장 규모와 아버지의 양육 관련 휴가 사

용 지지와는 관계가 없었다(Haas & Hwang, 2009). 반면, 일본의 경우 직

장의 규모에 따라 직업 관련 특성들이 아버지 역할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Ishii-Kuntz, 2013). 중소기업에서는 아버지-친화적 정책이 

있는 회사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역할 실행 수준이 높아진 한편, 대기업에서

는 일 스트레스가 역할 실행 수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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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사기업에 고용된 직장인 

기혼 남성으로서, 4~7세 미취학 자녀를 첫째 자녀 혹은 독자로 두고 있으

며, 이들 자녀와 초혼 부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구성원이다. 공공기관

이나 공기업, 공교육기관이나 군 종사자 등은 제외되는데, 이는 이러한 공

공기관들이 사기업에 비해 가족친화제도가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영향력을 편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7세 미취

학 자녀를 첫째 자녀나 독자로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시기

의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놀이나 활동이 많아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 실행이 가능한 때이기 때문이다. 핵가족의 구성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부부와 자녀 외에 조부모나 친척 등 상주하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주 동거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아

버지 역할의 실행 범위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혼 부부로만 

한정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재혼한 경우, 특히 양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는 친자녀만 있는 초혼 부부의 가족과는 다른 가족 역동을 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본 연구의 주요 유형화 변수인 아버지 양육

역할 수행동기 변수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동기 척도의 하위 

활동에 속하는 다섯 가지 양육활동 각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아

버지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대상자 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 총 500

명이었다. 잠재계층모형은 표본크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나 

Nylund, Asparouhov와 Muthén(2007)의 잠재계층모형에 대한 몬테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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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연구에 따르면, 잠재계층모형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표본 크기는 대략 500명이다. 한편, Hosmer와 

Lemeshow(2000)에 따르면, 로짓분석을 위한 최소의 표본크기는 1개의 독

립변수 당 10개이다. 본 연구에서 다항로짓분석을 위해 투입될 독립변수는 

대략 14개이므로, 14×10 = 140개의 표본크기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에 따른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목표 연구

대상자 수를 500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업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

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12월 24일부터 당해 12월 29일까

지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비조사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본

조사는 2014년 1월 29일부터 당해 2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본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507명이었으나, 이중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응답자와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410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38세였고, 이들의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36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6%, 2~3년제 대학 

졸업이 14.9%,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6.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5.4%로, 

대상자의 약 1/3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의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평균 학력에 비해 높은 편

이다. 통계청의 2010년도 인구총조사
2
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30~40대 기

혼남성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4.8%, 2~3년제 대학 졸업이 

15.2%, 4년제 대학 졸업이 32.7%, 대학원 졸업 이상이 7.3%으로, 고등학

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기혼남성이 해당 연령대의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의 학력은 고등학

                                           

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6&conn_pat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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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졸업 이하가 13.7%, 2~3년제 대학 졸업이 25.6%,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1.0%, 대학원 졸업 이상이 9.7%로, 배우자의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교

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0) 

 평균 (SD) 
Min. 

~Max.  빈도 백분율 

아버지 연령 38.0 (3.61) 29~52 부부의 월평균 근로소득 

배우자 연령 36.2 (3.45) 27~48 300만원 미만 60 14.6 

 빈도 백분율 300~500만원 미만 205 50.0 

아버지 학력 500~700만원 미만  95 23.2 

고졸 이하 15 3.6 700만원 이상 50 12.2 

2~3년제 대졸 61 14.9 직장 규모 (상시근로자수) 

4년제 대졸 271 66.1 100명 미만 195 47.6 

대학원졸 이상 63 15.4 100~300명 미만 76 18.5 

배우자 학력 300명 이상 139 33.9 

고졸 이하 56 13.7 직무 분야 

2~3년제 대졸 105 25.6 사무직 254 62.0 

4년제 대졸 209 51.0 영업직 25 6.1 

대학원졸 이상 40 9.7 생산직 10 2.4 

자녀수 연구/개발직 44 10.7 

1명 192 46.8 서비스직 15 3.7 

2명 200 48.8 전문관리직 25 6.1 

3명 이상 18 4.4 기술직 37 9.0 

맞벌이 여부 직급 

아버지 홀벌이 246 60.0 평사원 26 6.3 

맞벌이 164 40.0 대리급 107 26.1 

양육도우미 유무 과장(팀장)급 243 59.3 

없음 315 76.8 부장급 이상 34 8.3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 수는 1명이 46.8%, 2명이 48.8%, 3명 이상이 

4.4%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전체의 40.0%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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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돕는 도우미가 없는 경우는 76.8%였다. 

본 연구 대상자 부부의 총 월평균 근로소득은 300~500만원 미만인 경

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0~700만원 미만이 23.2%였

다. 본 연구 대상자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아버지들이므로, 이

들 부부의 총 월평균 근로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본 연구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을 조사한 통계청의 자료와 유사한 분

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4년도 1/4분기 가계동향조사3에 

따르면, 전국 단위에서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주의 월평균 가구근로소득

은 약 421만원이었으며, 가구주가 40대인 경우는 약 466만원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직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이 47.6%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명 이상이 33.9%, 100~300명 미만이 18.5%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무 분야는 사무직이 6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연구/개발직(10.7%), 기술직(9.0%)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직급은 과장

이나 팀장급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리급이 26.1%, 부

장급 이상이 8.3%, 평사원이 6.3%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 양육역할 실행의 하위변

수인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 온정성, 부모 통제,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인 부모효능감,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기대, 

직장 상사의 지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근로시간 등을 측정하

                                           

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conn_path=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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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번안한 척

도들의 경우, 연구자가 1차 번역한 척도를 이중언어자인 가족학 전공자가 

역번역을 하였고, 가족학 전공자 세 명이 이를 원문과 대조하며 추가, 수

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1)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Bouchard 등(2007)이 개발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Motivation for 

Father Involvement Scale: MFIS)’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FIS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타율성과 자율성을 양 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위

치되는 네 개의 동기 유형인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및 

내재적 동기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는 아이의 학습과 

관련된 활동, 아이와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아이의 신체 

돌봄과 관련된 활동, 아이의 정서적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적인 가족 

관련 활동 등 아버지로서 행하는 가족과 관련된 다섯 가지 활동들 각각을 

수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외적 조절은 해당하는 아버지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느끼

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로,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내사된 조절은 가족을 만

족시키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는 등 보상을 얻기 위해 아버지 

활동을 하는 경우로,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동일시된 조절은 아버지 활동을 즐기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한 경우로,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내재적 동기는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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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하는 아버지 활동을 좋아하고 이 활동을 할 때 재미가 있기 때문인 

경우로, “이 활동이 즐거워서”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다섯 개 활동 영역 각각에 대해 동기 유형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값은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및 내재적 동

기 순으로 -2, -1, +1, +2의 가중치를 주어 곱한 후 합산하였다. 이렇게 합

산된 다섯 개 영역의 척도 값을 합산한 총점은 -90~+90점이며, 0점을 중

심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타율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으로 아버지 

역할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MFIS 척도의 하위 척도인 

외적 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및 내재적 동기에 가중치를 주기 

전 하위 척도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92, .91, 

및 .91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하위변수 

 

(1)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아버지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소득

역동성패널연구(PSID) 중 아동발달부가조사(Child Development Supple-

ment: CDS)에서 사용된 ‘가사노동(Household Tasks)’ 척도를 최근 경향

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구매한 장난감이나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

었다. 즉, 이러한 활동은 어느 가구에서나 수행 가능한 정상적인 활동들이

다. 이러한 활동에는 함께 상점에 가는 활동, 함께 책을 읽는 활동, 함께 

운동하는 활동 등 13개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 척도의 목적은 소득에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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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컴퓨터 또

는 비디오 게임과 보드 게임, 카드 게임, 퍼즐 등은 소득 편향적일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께 하는 활동 중 비디오 게임이 최근 경향에 맞지 

않아 스마트폰 게임으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얼마나 아

이(들)과 활동하는지를 물어보아 ‘전혀 안 한다’(1점)에서 ‘언제나 한다’(4

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의 총

점은 13~5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활

동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2) 부모 온정성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역할 실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Child Trends 사

(Inc.)가 개발하고 1997년도 소득역동성패널연구(PSID) 중 아동발달부가조

사(CDS)에서 사용된 ‘부모 온정성(Parental Warmth)’ 척도를 우리나라 문

화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온정성 척도는 ‘아이를 안아주

거나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하였다’ 등 평소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온정적

인 행동을 하였는지를 묻는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안 한다’(1점)에서 

‘언제나 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따라서 부모 온정성 총

점은 6~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자주 하

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온정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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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통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역할 실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한국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척도’의 ‘온정’

과 ‘통제’ 척도 중 ‘통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4 한국부모의 자녀양

육방식 척도는 Baumrind(1971)가 제시한 개인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타

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아동으로 사회화시키는 양육행동의 기본특성인 통

제, 의사소통의 명료성, 성숙 요구, 및 온정성을 반영하면서, 이들의 조합

을 고려하여 온정과 통제라는 최소의 양육차원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둔 척

도이다. 그중 ‘통제’는 Baumrind가 제시한 성숙요구 요인과 통제 요인이 

동일한 차원에서 묶인 것으로,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

도·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방식

을 말한다. 조복희 등(1999)의 통제 척도는 초등학교 1, 2학년 남녀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단호히 제지한다’ 등

의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아버

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 외에 부모의 동행 

없이 자녀가 외출하는 경우를 거의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 대상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의 문항

을 제외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얼마나 

행동하는지를 물어보아 ‘전혀 안 한다’(1점)에서 ‘언제나 한다’(4점)의 4점 

                                           
4
 본 연구에서는 부모 온정성 측정을 위하여 한국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척도 중 온정 척도

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모의 자녀양육방식 척도 중 온정 척도가 ‘아이와 함께 하

는 시간이 즐거움’ 등과 같이 역할 동기와 중첩되는 문항들과 ‘아이에게 만족함’ 등과 같이 

역할 수행이 아닌 수행의 결과나 아버지의 정서 상태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구성한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역할 실행을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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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12번 문항인 ‘아이의 응석을 받아준다’는 역채점

하였다. 총점은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행동

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통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 

 

(1) 부모효능감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부모효능감(Parent Sense of Competence: PSOC)’ 

척도를 신숙재와 정문자(1998)가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척도 중 부모효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효능감’ 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4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 요인에 속하는 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점은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2) 배우자 지지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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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rger, Goldberg와 Hamill(1990)의 ‘일과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 

지지(Spousal Support for Work and Parenting: SSWP)’ 척도를 번안한 

임국아(2004)의 질문지를 일부 수정한 이은실과 최혜영(2009)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SSWP는 배우자가 지지하는 일과 가족역할 및 책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배우자의 직장을 위한 지원(15문항)’과 ‘부모역할을 위한 

지원(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과 관련된 ‘부모역할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아내는 내가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도

움을 주지 않는다’ 등 배우자 지지에 대한 부정적인 4, 6, 9번 문항은 역채

점하였다. 총점은 12~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배우

자의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배우자 기대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순주

(1994)와 이동열(1995)의 관련 척도를 서혜영(1999)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의 아내는 내가 자주 자녀와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남편이 배우자의 역할 기대를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점은 12~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 기대 척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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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상사의 지지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직장 상사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자들(Frye & Breaugh, 2004; Shinn, Wong, Simko, & Ortiz-Torres, 

1989; Thomas & Ganster, 1995; 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Warren & Johnson, 1995)이 사용한 항목을 기초로 하여 김인선(2008)이 

번안한 도구를 이옥순과 김경신(2012)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

장 상사의 지지 척도는 ‘상사는 나에게 가족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다’, ‘상사는 가족문제로 고민할 때 잘 들어주는 편이다’ 등 직장

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한 상사의 도구적 지지 2문항과 정서적 지지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점은 4~2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직장 상사의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장 상사의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6)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 

 

아버지 양육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중 직장 내 가족친화제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rgan과 Milliken(1992)이 사용한 항목에 기초하

여 강혜련과 임희정(2000)이 사용한 15개의 가족친화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이옥순과 김경신(201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가족

친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 이를 분리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는 선행연구(Thompson et al., 1999)의 

지적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제도를 총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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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경제적지원제도로 분류

되며, 하위 영역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보육서비스제도, 패밀리데이제도, 시

간제근무제도, 직무공유제도, 경력휴가제도, 학자금지원제도, 상담프로그램

제도 등 8개 제도가 포함된다. 각각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 여부는 이

항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용 경험이 없으면 0, 경험이 있으면 1로 코딩되

었다. 총점은 0~8점이지만, 본 연구의 응답이 0(49.0%)과 1(30.1%)에 편

포되어 있어서 이용 경험이 없는 0을 1로, 한 가지 유형의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을 2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을 

3으로 재코딩하여 범주변수화하였다. 

 

 

(7) 근무시간 

 

아버지의 직장 근무시간은 정규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으로 구분하

여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각각 단답형으로 질문하였다. 분석에서는 정규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합산한 총 근무시간을 사용하였다. 

 

 

(8)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아버지의 연령, 배우자의 학력, 자녀 수, 맞벌이 여부, 양

육도우미 유무는 조사된 변수값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반면, 부부의 

월평균 근로소득(왜도=7.50, 첨도=71.10)과 상시 근로자 수인 직장 규모

(왜도=8.13, 첨도=81.29)는 편포가 심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로그 변

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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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개념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자료

에 의거하여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의 하위 모형으

로, 다변량 자료에서 하위 집단이나 유형을 도출해내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Lazarsfeld & Henry, 1968). 잠재계층분석에서 사용되는 확률밀

도함수는 정규분포, 포아송분포, 이항분포 등 여러 분포형태를 가정할 수 

있어 범주변수에서 연속변수까지 투입변수의 척도 유형에 관계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잠재계층분석은 연구자가 미리 계층의 수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의 응답패턴을 기초로 최적화된 계층수를 분석하므로 유형 구분에 있

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된 잠재계층

(latent classes)이 특정 준거 내에서 동질성을 가정하는 잠재적 하위 유형

이어서 이 모형으로 분석된 유형을 변수화하여 다음 단계 통계분석에 투입

할 수도 있다(Muthén, 2002). 

이러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할 때 공변량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두 가

지가 있다(Vermunt, 2010). 1단계 분석법과 3단계 분석법이 그것이다. 먼

저, 1단계 분석법은 잠재계층과 일련의 공변량들이 관계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잠재계층모형에 포함하여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요인들(multiple causes)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결과들(multiple indicators)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며 요인분석의 한 형태인 다요인-다지표(Multiple Indicator MultIple 

Causes: MIMIC) 모형과 유사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의 단점은 

잠재적인 공변량의 개수가 많을 때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잠

재계층의 수를 판단할 때 공변량을 포함한 경우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하는 

부가적인 모형 설정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층화(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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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후의 과정으로서 공변량 분석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실증 연구자들

에게는 이 모형이 적합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1단계 분석법은 계층화(유

형화) 모형 연구가 계층 멤버십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 연구와 같은 

단계에 있음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전제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잠

재계층모형을 사용하여 유형을 구성하려는 연구자가 연구의 다음 단계에서 

분석된 유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3단계 접근법이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3단계 분석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련의 측정변수로 잠재계층모형을 

설정한다. ② 1단계에서 분석된 잠재계층모형에서 계산된 모수

(parameters)를 통해 후속적으로 구해진 계층 멤버십 확률에 기초하여 연

구대상자들을 잠재계층에 할당한다. ③ 2단계에서 각각의 연구대상자에게 

할당된 잠재계층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단계 분석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잠재

계층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잠재계층분석의 1단계

로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의 측정변수들을 모두 잠재계층모

형에 투입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후,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의 잠재유형 수를 결정하였다. 2단계로서, 잠재계층

모형에서 계산된 모수를 통해 각각의 연구대상자들의 유형 멤버십 확률을 

구하고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을 해당 유형에 할당하였다. 그리고 각 유

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동기와 실행의 요인별 

합산값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3

단계로서, 할당된 수행동기-실행 유형의 범주변수에 따라 Lamb의 모형에 

입각한 영향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

시하였고, 이 요인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 각 유형에 속할 확률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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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의 추후검정 중 하나인 한계효과분석을 실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상관분석, 잠

재계층분석, 일원변량분석, 다항로짓분석, 한계효과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tata/SE 12.1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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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 양육역할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기

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평균 19.66(SD=23.69)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 척도는 -90점에서 +90점 사이의 값

을 가지며, 그 값이 음수(-90~-1)일 때 외재적인 수행동기나 내사된 수행

동기에 의한 타율적인 양육 수행을 하며, 양수(+1~+90)일 때 동일시된 수

행동기나 내재적인 수행동기에 의한 자율적인 양육 수행을 한다고 해석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로 타율적인 수행동기를 보이지는 

않으며, 낮은 수준에서 자율적인 수행동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수행동기 수준은 순수하게 내재적이며 자율적이어서 외재적 동기와는 

전혀 무관한 높은 수준의 자율적 수행동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평균에서 +2 표준편차의 값이라고 해도 67.04에 불과해 자율적 동기

의 최대값인 90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동기

의 평균값이 양수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 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

도 자율적인 수행동기에 의해 양육 수행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변수 중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은 평균 

31.58(SD=5.70)이었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32.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중간값보다 낮은 수치였다(t=-3.27).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평소에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보통보다는 조

금 적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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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N=410) 

 
평균 

또는 빈도 

SD 

또는 % 

Min 

~Max 
척도중간값 (t값

†
) 

양육역할 수행동기 19.66 23.69 -46 ~ 90 0  (16.80
***

) 

양육역할 실행      

상호작용 활동 31.58 5.70 19 ~ 52 32.5  (-3.27
***

) 

부모 온정성 19.53 3.14 12 ~ 24 15  (29.16
***

) 

부모 통제 30.28 4.47 17 ~ 47 30  (1.25) 

기술      

부모효능감 21.84 3.29 10 ~ 32 20  (11.32
***

) 

사회적 지원      

배우자 지지 36.28 4.61 21 ~ 48 30  (27.56
***

) 

배우자 기대 45.74 5.31 19 ~ 59 36  (37.12
***

) 

직장 상사의 지지 12.54 3.47 4 ~ 20 12  (3.17
***

) 

제도적 요인      

제도이용경험: 없음 198 48.3    

1개 124 30.2    

2개 이상 88 21.5    

총 근무시간 50.44 11.50 35 ~ 112   
†
 평균과 척도 중간값의 차이에 대한 일표본 t-검정 결과값 

***
 p<.001 

 

 

 

[그림 1] 가족친화제도 별 이용경험자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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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변수 중 부모 온정성은 평균 19.53(SD=3.14)이

었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15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게 중간값보다 높은 수치였다(t=29.16).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평

소에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역할을 자주 실행하고 있었다.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변수 중 부모 통제는 평균 30.28(SD=4.47)이었

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30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도 중간값

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25).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평소

에 부모의 규칙과 기대에 자녀가 따르도록 지도, 훈육하고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규제하는 등의 통제적인 양육역할을 보통의 빈

도로 실행하고 있었다.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 중 기술 요인인 부모효능감은 평균 

21.84(SD=3.29)였다. 이는 척도 중간값인 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였다(t=11.32).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양육 기술에 대해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였다. 

사회적 지원 요인 중 배우자의 지지는 평균 36.28(SD=4.61)이었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3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게 높은 수치였다(t=27.56).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버지 양육역할에 다소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 요인 중 배우자의 기대는 평균 45.74(SD=5.31)였다. 이

는 척도의 중간값인 3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게 높은 수치였다(t=37.12).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

버지 양육역할에 기대하는 수준이 다소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 요인 중 직장 상사의 지지는 평균 12.54(SD=3.47)였다. 

이는 척도의 중간값인 1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게 높은 수치였다(t=3.17).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의 아버지 양

육역할에 대해 직장 상사로부터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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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은 전혀 없는 경우

가 48.3%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한 가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은 30.2%,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

은 21.5%로 나타났다.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별 이용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중 22.4%가 육아휴직을 이용해본 적이 있어 가장 많은 빈도

를 보였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 제도는 패밀리데이로, 연구 대상자 

중 16.6%가 이 제도를 이용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제 근무(10.5%), 

직무 공유(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 중 정규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합산한 일주일 평균 

총 근무시간은 평균 50.44(SD=11.50) 시간이었다. 이는 주5일 근무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 일 평균 정규 및 초과 근무시간이 대략 10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410) 

 1 2 3 4 5 6 7 8 9 10 

1. 동기 1          

2. 상호작용 활동 .31
***

 1         

3. 부모온정성 .34
***

 .53
***

 1        

4. 부모통제 .05 .29
***

 .12
*
 1       

5. 부모효능감 .28
***

 .48
***

 .49
***

 .10
*
 1      

6. 배우자 지지 .42
***

 .26
***

 .35
***

 .06 .24
***

 1     

7. 배우자 기대 .05 .18
***

 .25
***

 .14
**

 .17
***

 .23
***

 1    

8. 직장상사 지지 .05 .19
***

 .13
**

 .08 .17
***

 .21
***

 -.01 1   

9. 제도이용경험 .09 .18
***

 .07 .01 .08 .11
*
 -.05 .25

***
 1  

10. 근무시간 .03 -.04 .00 -.01 .00 .01 -.05 -.11
*
 -.10

*
 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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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세 가지 하위 변수들 간에는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범위는 .12~.53으

로 나타났다. 이중 양적인 실행을 의미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과 질

적인 실행의 하나인 부모 온정성 간에는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관계

(r=.53)가 있었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과 부모 통제 간에는 보통의 정

적 상관관계(r=.29)가 있었으며, 부모 온정성과 부모 통제 간에는 약한 정

적 상관관계(r=.1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상반될 것처럼 보이는 

부모 온정성과 부모 통제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권위적인 양육역할 실

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Carlson, 2006; Hofferth, 2003)과 일치하는 결과

이다.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 상관을 보이는 권위적인 양육역할 실행의 

두 요인은 양적인 양육역할 실행과 보통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양육역할 실행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적인 측면의 권위적인 양육역할 실행이 자녀의 발달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arlson, 2006; Marsiglio, Amato, 

et al., 2000)을 감안해볼 때, 양적인 양육역할 실행이 질적인 양육역할 실

행과 관련되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수 있

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의 하위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는 .05~.34의 범위를 가졌다.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 활동(r=.31)과 부모 온정성(r=.34)과는 유의미한 보통의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즉,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에서 양육 수행을 하는 아버지

일수록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빈도가 높고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부모 통제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r=.05)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양육 수행

을 하든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하든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

는 양육역할 실행과는 무관하였다. 이는 아버지 역할의 자기결정적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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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등의 활동 상대자로서 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는 현대적인 아버지 역할과는 상호 관련

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훈육자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 및 실행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는 

대체로 수행동기와 실행 변수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효능감은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r=.28), 자녀와의 상호

작용 활동(r=.48), 부모 온정성(r=.49), 부모 통제(r=.10)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및 부모 온정성과 비

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 역할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활

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부모 효능감은 현대적인 아버지 역할로 여겨질 

수 있는 양적, 질적 실행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는 아버지의 부모 통제(r=.06)

를 제외하고 수행동기(r=.42),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r=.26), 부모 온정성

(r=.3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수행동기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배우자가 남편의 양육역할을 지지해줄수록 

아버지가 자율적인 동기에 따라 양육 수행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는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

동기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r=.05),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r=.18)

과 부모 온정성(r=.25), 부모 통제(r=.14)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역할에 배우자가 기대를 많이 할수록 아버지 

양육역할의 양적, 질적 실행 수준은 높지만, 배우자의 기대만으로는 이 양

육역할 실행이 자율적인지 타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

다.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직장 상사의 지지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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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과 부모 온정성(r=.13)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r=.05)와 부모 통제(r=.08)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

다. 직장 상사의 지지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과 부모 온정성 모두와 약

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부모 온정성보다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 활동과 조금 더 상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 상사의 지

지가 가족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감을 이해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문제나 집안일을 위해서 근무시간이나 휴가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아버지 양육역할의 실제적인 실행의 양

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8),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r=.05)와 부모 온정성(r=.07), 부모 통제(r=.01)와는 유의미한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역

할 수행동기나 질적 실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Lamb et al., 1987). 

한편,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 및 실행 변수

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직장 상사의 지지(r=-.11)와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r=-.10)과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이숙현‧권영인, 2009; 이순희, 2003)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서, 이러한 연구간 불일치는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

다.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들이 기존에 가진 양육역할 실행의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상을 표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양

육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

라서 어떤 방식에서건 최소한의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가지고 실제 양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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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실행해본 아버지들에게는 양육역할 수행동기나 실행의 양과 질이 근

무시간의 절대량과는 그다지 상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의 유형화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를 고려해볼 때, 아버지가 가진 양육역할 수

행동기와 실행, 그리고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단일한 관계

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은 그 

측정 차원과 내용에 따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양상

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을 통합하여 유형화하였다. 

먼저,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을 통합한 잠재유형의 수를 결

정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서 잠재계층

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적합도 지수는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Information Criterion: IC)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Adjusted BIC이

다(신택수, 2010). 이는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의 수와 표본 

수에 따라 서로 다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IC 값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적합

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모수를 이용하여 높은 로그-우도 수치를 만

들어 내는 모형을 선호한다. 즉, 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한다. 

잠재계층분석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적합도 판단을 위

해 사용되는 여러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들 중 표본크기에 따라 조정된 

Adjusted BIC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6).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인 BIC와 AIC의 부정확성을 보정한 C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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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형의 정확도를 위해서 잠재계층 개수 당 최소 167개의 표본이 필요

하다. 따라서 잠재계층의 수를 6개로 고정하였을 경우 BIC와 CAIC가 모형

의 정확도를 위해 요구하는 표본수는 대략 1,000개이다. 그러나 Adjusted 

BIC는 잠재계층 개수 당 최소 50개의 표본만을 요구하므로, 잠재계층 수

가 6개라도 표본크기 300개면 모형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참고하되, 최종 연구

대상자가 4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Adjusted BIC를 기준으로 최적 모형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표 4] 잠재유형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유형 수 2 3 4 5 

AIC 44867.35 43842.74 43375.35 43333.43 

BIC 46582.25 46417.10 46809.16 47626.71 

Adjusted BIC 45227.30 44383.09 44096.09 44234.57 

 

본 연구에서 잠재유형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순차적으로 고정하여 분

석한 결과([표 4]), 표본 크기에 따라 조정된 Adjusted BIC의 경우에는 4개 

유형 모형(Adjusted BIC=44096.09)에서 적합도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최적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AIC의 값은 5개의 잠재유형 모형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5개 이하의 잠재유형 내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

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BIC의 값은 3개 유형 모형(BIC=46417.10)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적합도 지수들마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

에서 논의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Adjusted BIC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4개 유형 모형을 최적 모형으

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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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유형에 따른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변수 별 Z점수 

 

[표 5] 잠재유형에 따른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의 변수 별 차이 분석 

(N=410) 

잠재유형 

1유형 

(n=153, 

37.3%) 

2유형 

(n=112, 

27.3%) 

3유형 

(n=104, 

25.4%) 

4유형 

(n=41, 

10.0%) 
F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동기 5.50(13.42) 36.23(14.64) 6.35(11.96) 61.00(18.56) 254.71*** 

a b a c 

      

상호작용 활동 27.73(3.45) 31.37(4.51) 34.91(5.34) 38.10(5.24) 86.45*** 

a b c d 

      

부모온정성 17.12(2.13) 20.05(2.95) 21.16(2.43) 22.90(1.69) 94.39*** 

a b c d 

      

부모통제 29.14(3.70) 29.40(4.29) 32.12(4.79) 32.22(4.76) 14.44*** 

a a b b 

*** p<.001 

주) 사후검정 방법: Šídák 

 

이렇게 최적 모형으로 선정된 4개 유형의 잠재계층모형에서 계산된 

모수를 통해 구해진 계층 멤버십 확률(class membership probabilities)에 

기초하여 연구 대상자들을 유형에 할당한 후, 각 유형에 소속된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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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5

1

1.5

2

동기 상호작용활동 부모온정성 부모통제

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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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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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잠재계층모형에 투입된 요인들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유형별 평균값의 차이를 그래

프 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 변수와 양육역할 실

행의 하위 변수들의 유형별 평균에 대한 Z점수를 그래프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계층 멤버십 확률에 기초하여 할당된 대상자의 수는 1유형이 

153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유형이 112명(27.3%), 3유

형이 104명(25.4%), 4유형이 41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따른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각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행동기

와 실행 변수들은 모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동기=254.71; F상호작용 활동=86.45; F부모온정성=94.39; F부모통제=14.44). 

다음으로,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Šídák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는 1유형

(M=5.50; SD=13.42)과 3유형(M=6.35; SD=11.96)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그 수준은 가장 낮았으며, 2유형(M=36.23; SD=14.64)은 중간 수

준, 4유형(M=61.00; SD=18.56)은 가장 높은 수행동기 수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유형과 3유형의 수행동기는 타율적인 동기(-90)

와 자율적인 동기(+90)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거의 중간에 해당하

는 수준을 보였다. 즉, 1유형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의 특성은 대상 아버지들

이 양육 수행을 하는 동기가 타율적이지 않으며, 자율적이라고 말하기도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의 수행동기를 Deci와 

Ryan(1985)의 4분할된 동기에 적용한다면, 1유형과 3유형의 특성은 외적 

조절에 의한 타율적인 양육 수행이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율적인 양육 

수행을 보이지는 않으며, 내사된 조절이나 동일시된 조절을 통한 양육 수

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4유형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의 특성은 대상 아버지들의 양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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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자율적이라는 것이다. 4유형의 양육역할 수행동기 수준은 다른 유형

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평균의 +2 표준편차 값이 98.12로, 척도의 

최대값인 90점에 거의 달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2유형의 양육역할 수행동

기 수준은 1, 3유형과 4유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2유형의 

동기의 특징은 대상 아버지들의 양육 수행이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다는 것

이다.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은 1유형(M=27.73; SD=3.45)에서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2유형(M=31.37; SD=4.51), 3유형

(M=34.91; SD=5.34), 4유형(M=38.10; SD=5.24)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1유형은 대상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을 

평소에 가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4유형은 자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2유형은 대상 아버지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활동 빈도가 보통

이었으며, 3유형은 보통보다는 빈번한 상호작용 활동을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였다. 

아버지의 부모 온정성은 1유형(M=17.12; SD=2.13)에서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2유형(M=20.05; SD=2.95), 3유형(M=21.16; 

SD=2.43), 4유형(M=22.90; SD=1.69)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 아버지들은 대체로 평소에 온정적인 양육역할을 

자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낮은 빈도의 온정적인 실행을 

보인 1유형도 대상 아버지들이 보통보다는 빈번하게 온정적인 실행을 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2~4유형의 온정적인 실행의 빈도 또한 ‘자주’에서 ‘항

상’ 사이에 위치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부모 통제는 1유형(M=29.14; SD=3.70)과 2유형(M=29.40; 

SD=4.29)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3유형(M=32.12; 

SD=4.79)과 4유형(M=32.22; SD=4.76)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3, 4유형은 1, 2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부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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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유형과 2유형은 평소에 자녀를 훈육하는 

양육역할을 보통의 빈도로 실행한 아버지들로 구성된 한편, 3유형과 4유형

은 이와 같은 훈육 행위를 평소에 종종 실행한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었

다. 

 

이와 같은 유형간 투입 변수들의 특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각 유

형을 명명하였다. 1유형은 ‘소극적 보조양육자’로, 2유형은 ‘적극적 보조양

육자’로, 3유형은 ‘소극적 양육자’로, 4유형은 ‘적극적 양육자’로 명명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3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은 타율적인 내사된 조절과 자율적인 동일시된 조절의 중간 수준의 동

기를 가져 역할 수행에 비자율적인 소극성을 보였다. 또한 온정적인 양육

역할을 종종 실행하지만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은 가끔 하는 편이고 통제

적인 양육역할 실행도 보통 수준에 그쳐 가족 내에서 양육역할을 주도하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극적 보조양육자가 양육 수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렇다

고 해서 타율적으로 강요되어 어쩔 수없이 양육 수행을 하는 것으로만 해

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의 수행동기의 95% 신뢰구간

(±2 SD)이 타율성을 의미하는 음수(-)의 범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수행

동기의 평균값이 자율성을 의미하는 양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해서 이 유형이 자율적인 동기로 양육 수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

하기도 어려운 것은, 이 평균값이 내사된 조절과 동일시된 조절의 중간값

인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의 네 가지 동기 유형을 고

려해보면, 소극적 보조양육자의 수행동기는 완전히 타율적인 외재적 동기

보다는 덜 타율적인 내사된 동기와, 완전히 자율적인 내재적 동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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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자율적인 동일시된 동기의 사이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타율적 동기나 낮은 수준의 자율적 동기를 가져 양육역할에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극적 보조양육자는 평소에 양육역할을 실행한 수준이 다

른 유형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양육역할의 양적

인 실행 영역인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평소에 가끔 하

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 보조양육자가 평소에 자녀를 격

려하고 칭찬하며 자녀와 애정 어린 대화를 하는 등의 온정적인 양육역할을 

적게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들만큼 온정적인 양육역할을 

자주 실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도덕적으로 훈

육하는 통제적인 역할 실행은 평소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연구 대상자가 전

체의 1/3 이상인 37.3%에 달하였다는 것은, 최근 아버지 역할 인식 변화

를 위한 가족·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양육

을 자신의 가족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개념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양육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로 국한된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반면, 이 유형의 

수행동기가 타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추구하

는 현대사회와 가족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27.3%)을 차지한 ‘적극적 보조양

육자’ 유형은 수행동기의 자율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자

율적으로 양육 수행에 임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걸맞게 온정적인 양

육역할을 평소에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활

동이나 부모 통제가 보통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행동기와 실제 행동이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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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수행동기가 자율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양

수(+)의 가능범위(1~90) 중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36.23)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자기결정적 동기의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자율적인 내재적인 동

기만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극적 보조양

육자의 수행동기는 내재적 동기 다음으로 자율성 수준이 높은 동일시된 동

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를 아버지 자신의 자아 개념으로 완전히 내면화하여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써 자녀 양육 행위에 아버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내재적 동기만큼 자율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형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적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

육역할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양육역할에 자율적으로 동기화된 적극성

을 보였지만,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양육역할 실행은 보통의 

수준에 머물러 수행동기와 실행의 불일치를 보였다.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온정적인 양육역할을 평소에 자주 실행하는 편이었지만,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활동과 자녀를 훈육하는 통제 실행은 보통의 빈도를 보였다. 즉, 적

극적 보조양육자는 양육자로서의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에게 온정적인 태도

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온정적인 양육역할만큼 자녀의 잘못을 고

쳐주거나 자녀와 놀아주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의 양육역할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적극적 보조양육자’의 수행동기와 실행 수준의 불일치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

은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결정하는 동기 요인으로 꼽히는 아버지 정체감

이 실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행 영역별로 비일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Hofferth et al., 2013; Maurer et al., 2001; Pleck, 2012). 이와 유

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양육역할 수행에 동기화된 아

버지라고 해도 온정적인 양육역할에서는 비교적 높은 실행 수준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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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른 영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수행동기와 실행 사이의 불일치 양상은 오늘날의 30~40대 아

버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들은 한편

으로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내적으로 동일시하

여 적극적인 양육 수행을 하려는 동기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과 금융불안이라는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실제 양육역할 실행에서

는 동기가 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기업에 종사하는 30~40대 아버

지들은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구조

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문은영‧서영주‧최나리, 2011). 

또한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양육역할에 동기화 되어 있어도 직장의 제

도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양육역할 실행에 투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사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이용해본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개수가 적었으며, 아버지들의 총 근무시간이 꽤 길었다는 

기술통계 결과([표 2])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해준다. 이에 따라 상당

수의 아버지들이 양육역할에 동기화된 수준만큼 충분히 양육역할을 실행하

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이 높은 연구 대

상자 분포가 전체의 1/4 이상인 27.3%나 되는 점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아버지들이 직면한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 중 25.4%에 해당하는 ‘소극적 양육자’는 양육역

할에 대해 비자율적인 소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양육역할 실행 수준은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양육에 중심을 둔 가족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소극적 양육자 유형의 특이점은 이 유형의 양육역할 실행 수준

이 전체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동기가 소극적 보조양육자의 낮은 

수행동기 수준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높은 수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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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을 보인 적극적 보조양육자와는 대조되는 양

상이다.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율성과 낮은 

타율성의 사이에서 동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적인 기대나 

요구와 무관한 양육역할 수행동기를 보인 적극적 보조양육자나 적극적 양

육자와는 달리, 외적인 기대나 요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동기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역할 실행 수준을 보였다는 것

은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가 외적인 기대나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양육자의 분포가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비슷한 수준인 

전체의 1/4(25.4%)이라는 사실은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양육역할에 대한 

외적인 기대나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다방면에서 아버지 양육역할을 돕기 위해 취해지는 사회적 노력

과 정책적 지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 

중 동일한 소극적인 동기를 보이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를 

합한 분포가 연구대상자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기업

에 종사하는 아버지들 중 거의 2/3가 양육역할 수행에 소극적으로 동기화

되어 있어서 양육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기대나 요구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 중 가장 적은 비율인 10.0%에 해당하는 ‘적극

적 양육자’ 유형은 유형들 중 자율적 수행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적극적 양육자는 적극적으로 양육 수행에 임하도록 자기 스스로 동기화되

어 있었다. 또한 실제 양육역할 실행 수준도 유형들 중 가장 높아 양육역

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동기 유형을 

고려해볼 때, 적극적 양육자의 수행동기는 가장 자율적인 동기 유형인 내



74 

재적 동기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 양육자는 외적인 기대나 

제약과는 무관하게 자녀 양육 자체를 긍정적이고 즐거운 도전으로 받아들

여 자기결정적으로 양육 수행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양육 행동을 통해 즉각적으로 만족감이나 자율감 등을 얻기를 기대하

며, 이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적극적 양육자는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소에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대할 때 항상 온정적인 대

화와 태도를 보였으며, 자녀를 훈육하고 통제하는 양육역할 실행도 종종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의 여성들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일보다 출산

을 선택한다는 Hakim(2000)의 선호이론의 논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 중 10.0%의 아버지들은 외적인 자극에 관계 없이 자신의 선호

에 따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양육 행위를 보였다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경제적 불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경제적 노동과 관

련되지 않은 양육역할에 적극적인 자세와 주도적인 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가족친화제도가 잘 마련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나 소위 전업주부로서 

비취업한 아버지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긴 근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양육역할 양태를 보인 아버지가 

10.0%나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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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유형별 영향요인들의 

특성 차이 

 

1) 다항로짓분석 결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상사 지지, 직

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및 근무시간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면서 수행

동기-실행 유형의 소속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

동기-실행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극적 보조양육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먼저, 부모효능감은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효능감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

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일 때 1.28배가 되었고, 소극적 양육자일 

때 1.39배, 적극적 양육자일 때 1.77배가 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부모효능

감이 수행동기와 실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다른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효능감 수준

이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다른 모든 유형들을 구분 짓는 주요 특징임을 보

여준다. 이는 또한 부모효능감 혹은 자기효능감이 동기와 행동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인 것을 고려해볼 때(Bandura, 1989; 

Ehrenberg et al., 2001), 부모효능감이 양육역할과 관련된 아버지의 수행

동기와 실행을 어느 정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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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다항로짓분석 

(N=410) 

(참조: 소극적 보조양육자) 적극적 보조양육자 소극적 양육자 적극적 양육자 

구분 b  se or b  se or b  se or 

통제변수  
 

   
 

   
 

  

연령 -.10 
* 

.04  .91 -.13 
** 

.04 .87 -.19 
* 

.08 .82 

배우자 학력 .50  
** 

.19  1.65 .43 
* 

.20 1.53 .40 
 

.31 1.49 

부부소득 -.03 
 

.38  .97 .03 
 

.44 1.03 -.50 
 

.84 .61 

자녀수 (참조:1명) -.22 
 

.30  .81 -.82 
* 

.32 .44 .09 
 

.50 1.09 

맞벌이 여부 (참조:홀벌이) -.68 
 

.39  .51 -.33 
 

.40 .72 .28 
 

.68 1.32 

양육도우미 유무 (참조:없음) -.06  
 

.40  .94 -.50 
 

.42 .61 .46 
 

.65 1.58 

직장규모 -.15 
* 

.07  .86 -.09 
 

.08 .91 -.16 
 

.12 .85 

기술  
 

   
 

   
 

  

부모효능감 .25  
*** 

.05  1.28 .33 
*** 

.06 1.39 .57 
*** 

.09 1.77 

사회적 지원  
 

   
 

   
 

  

배우자 지지 .15  
*** 

.04  1.16 .07 
 

.04 1.08 .55 
*** 

.08 1.74 

배우자 기대 .05  
 

.03  1.05 .16 
*** 

.03 1.17 .08 
 

.05 1.08 

직장상사 지지 -.02 
 

.05  .98 .10 
* 

.05 1.10 -.03 
 

.07 .97 

제도적 요인  
 

   
 

   
 

  

제도 이용경험 (참조:없음)  
 

   
 

   
 

  

1개 .63  
 

.35  1.88 .86 
* 

.36 2.35 1.82 
** 

.61 6.19 

2개 이상 1.05  
* 

.41  2.86 .30 
 

.46 1.34 1.53 
* 

.71 4.63 

근무시간 -.02 
 

.01  .98 -.00 
 

.01 1.00 .01 
 

.02 1.01 

상수 -9.33 
** 

3.17   -14.19 
*** 

3.44  -30.35 
*** 

5.99  

Log Likelihood -395.98 

LR χ2
df=42 274.49

***
 

Pseudo R
2
 .2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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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행동기와 실행 수준이 일치하지 않게 나타난 적극적 보조양육

자와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승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5, 이는 부모효능감의 영향관계가 수행동기와 실행

의 불일치로 인해 감가상각 되었다고 추측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 중 배우자의 지지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

조양육자와 적극적 양육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

자 지지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일 때 

1.16배가 되었고, 적극적 양육자일 때 1.74배가 되었다. 반면, 양육역할 

수행동기 수준이 동일하지만 실행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는 소극적 보조양

육자와 소극적 양육자 간에는 배우자 지지의 승산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아버지의 양육

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중 주로 수행동기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물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배우자의 지지와 양육역할 실행의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 유형들은 수행동기와 실행의 다양

한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아버지들

에 비해 적극적인 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하

는 특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 중 배우자의 기대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

육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기대의 승산비는 소

                                           
5
 유형별 부모효능감의 승산비에 대한 추후검정 결과, 부모효능감의 승산비는 적극적 보조

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 간(χ
2
df=1=2.5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적극적 양육자 간(χ
2
df=1=14.73), 그리고 소극적 양육자와 적극적 양육

자 간(χ
2
df=1=8.30)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6  추후검정 결과, 배우자 지지의 승산비는 소극적 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

(or=1.08; χ
2
df=1=4.15)와 적극적 양육자(or= 1.62; χ

2
df=1=37.89)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지지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을 함께 고려할 때 실행보다는 수

행동기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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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일 때 1.17배가 되었다. 반면, 소극

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적극적 양육자에서는 배우자의 

기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기대가 

양육역할 수행동기 및 실행과 복합적으로 관련된 특성으로 보이게 한다. 

즉, 배우자의 기대는 소극적인 비자율적 수행동기를 보이는 아버지들 사이

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 여겨지므로, 수행동기에 따른 집단 구성이 

배우자 기대와 양육역할 실행 사이의 영향관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행

동기와 배우자 기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버지에게 일

상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기대인 배우자의 기대는 외재적인 동

기 요소이다. 따라서 외재적인 동기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수

행동기를 가진 집단에 비교하여, 외적 자극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이 동기

화될 수 있는 소극적 수행동기를 가진 집단에 있어서 배우자 기대를 많이 

지각한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양육역할을 많이 실행하

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중 직장 상사의 지지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 상사 지지의 승산비

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일 때 1.10배가 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직장 상사의 지지가 배우자 기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버지 양

육역할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상사의 지지는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 표준이나 기대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직장 상

사의 지지는 외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소극적 수행동기를 

가진 아버지들 사이에서 양육역할 실행 수준의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제도적 요인 중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은 이용해본 제도의 개

수에 따라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들에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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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도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들에 비해 한 가지 제

도를 이용해본 아버지들은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와 적

극적 양육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경우, 제도 이용

경험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일 때 2.35배가 

되었고, 적극적 양육자일 때 6.19배가 되었다. 또한 제도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들에 비해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이용해본 아버지들은 소극적 보조

양육자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적극적 양육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경우, 제도 이용경험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

에 비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일 때 2.86배가 되었고, 적극적 양육자일 때 

4.63배가 되었다. 이처럼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는 아버지의 양육역할 유형

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척도의 특성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가족친화제도의 승산비는 다른 영향요인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들의 근무시간은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유형에 따른 통제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 배

우자의 학력, 자녀 수, 직장 규모에서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아버지 연령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있어서 

연령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학력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서보다 적극적 보조양육

자와 소극적 양육자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

해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의 배우자 학력이 높을 확률이 컸

다. 이는 학력이 문화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가용자

원으로서 문화자본의 효과가 수행동기 중 표면적인 자원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적극성을 보이는 적극적 양육자형에는 나타나

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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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서보다 소극적 양육자에서 유

의미하게 낮았다. 즉,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의 자녀가 

한 명일 확률이 컸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의 영향에 민감한 소극적 아버

지들의 경우 가족환경의 하나인 자녀 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양육역할 실

행을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의 영향에 덜 민감한 적극적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유형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특성이 되지 않았다. 

직장 규모의 승산비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서보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즉, 직장 규모는 양육역할 실행 수준이 낮은 아

버지들 중 양육역할에 동기화된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소

규모의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역할 실행 수준이 낮

은 아버지들에게 직장 규모는 수행동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소극적 보조양육자를 참조집단으로 할 때, 적극

적 보조양육자는 상대적으로 부모효능감이 높고,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며,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 본인의 연령이 낮고, 배우자의 학력이 높으며, 직장의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이 

높고, 배우자의 기대가 높으며, 직장 상사의 지지도 높고, 직장의 가족친화

제도를 한 가지 정도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 본인의 

연령이 낮고, 배우자의 학력이 높으며, 자녀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양육자는 부모효능감이 높고, 배우자의 지지가 높

으며,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

다. 또한 아버지 자신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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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효과분석 결과 

 

위에서 실시한 다항로짓분석은 일반 회귀분석과 같은 선형모형이 아니

므로,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값에 따라 유형에 소속될 확률값이 달

라지게 된다. 또한 다항로짓분석의 결과는 참조집단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 상대적인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이므로 참조집단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

져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영향요인의 값에 따라 각 유형

에 소속될 확률값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해당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참조집단에 상관 없이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의 추후검정의 

하나인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택된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상사 지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및 근무시간 

각각의 한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투입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값

으로 고정하는 한계효과(MEM: Marginal effect at means) 분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한계효과분석은 연속변수일 때 연속된 한계량 즉, 미소한 변화

분인 ∆y/∆x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하게 되는데, 이 변화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분석되는 한계효과 값이 작아 가시적으로 한계효과를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속변수라도 이산변수처럼 처리하

여 단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Long & 

Frees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y/∆x에 대한 한계효과를 먼저 분석

하고, 다음으로 연속변수들을 이산변수처럼 처리하기 위해 원 척도의 1점

을 분석 단위로 지정하여 한계효과를 그래프화하였다. 

각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

용경험의 한계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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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의 한계

량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또는 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달리 말하면, 분석에 투

입된 각각의 변수들에서 평균점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가상의 아버지는 부모효능감이 낮아지거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적어지거나 배우자의 기대가 낮아지거나 제도 이용경험이 없을수록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통제변수들의 한계효

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학력이 낮아질수록, 

직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부모효

능감과 배우자 지지의 한계효과 및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의 부분

적인 한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

을 평균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부모효능감이나 배우자 지지의 한계량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또는 제도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두 가지 이상

의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을수록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이 높아

졌다. 한편,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있어서는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한계효

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의 통계적 유

의미성은 앞서의 다항로짓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통제변수의 한계효과의 유의미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소극적 보

조양육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분석에서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아버지 연령과 배우자의 학력, 직장 규모의 유의미한 효과는 적극적 보조

양육자의 한계효과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같은 효과

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의 한계효과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

버지의 연령과 배우자의 학력,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적극적 보조양육자보

다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의 특성과 보다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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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계효과분석 

(N=410) 

구분 
소극적 보조양육자 적극적 보조양육자 소극적 양육자 적극적 양육자 

dy/dx se dy/dx se dy/dx se
 

dy/dx se
 

통제변수  
 

  
 

  
  

 
 

 

연령 .03 
** 

.01 -.01 
 

.01 -.02 
* 

.01 -.00 
 

.00 

배우자 학력 -.10 
** 

.04 .07 
 

.04 .03 
 

.03 .00 
 

.00 

부부소득 .00 
 

.08 -.01 
 

.08 .01 
 

.08 -.01 
 

.01 

자녀수(참조:1명) .10 
 

.06 .03 
 

.06 -.14 
** 

.05 .01 
 

.01 

맞벌이여부(참조:홀벌이) .11 
 

.08 -.12 
 

.07 -.00 
 

.07 .01 
 

.01 

양육도우미유무(참조:없음) .05 
 

.08 .03 
 

.08 -.09 
 

.07 .01 
 

.01 

직장규모 .03 
* 

.01 -.02 
 

.01 -.00 
 

.01 -.00 
 

.00 

기술  
 

  
 

  
 

  
 

 

부모효능감 -.07 
*** 

.01 .02 
* 

.01 .04 
*** 

.01 .01 
* 

.00 

사회적 지원  
 

  
 

  
 

  
 

 

배우자 지지 -.03 
*** 

.01 .02 
** 

.01 -.00 
 

.01 .01 
** 

.00 

배우자 기대 -.02 
*** 

.01 -.00 
 

.01 .03 
*** 

.01 .00 
 

.00 

직장상사 지지 -.01 
 

.01 -.01 
 

.01 .02 
* 

.01 -.00 
 

.00 

제도적 요인  
 

  
 

  
 

  
 

 

제도이용경험 (참조:없음)  
 

  
 

  
 

  
 

 

1개 -.17 
** 

.06 .04 
 

.06 .11 
 

.07 .02 
 

.01 

2개 이상 -.17 
* 

.08 .21 
** 

.08 -.05 
 

.06 .02 
 

.01 

근무시간 .00 
 

.00 -.00 
 

.00 .00 
 

.00 .00 
 

.00 

* p<.05; ** p<.01; *** p<.001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

과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을 평균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부모효능감이나 배우자 기대의 

한계량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소극적 양육자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

편, 통제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

가 두 명 이상보다는 한 명일수록 소극적 양육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

다. 

이렇게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의 통계적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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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항로짓분석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부모효능감, 배우자 기대, 직장 상사의 지지, 아버지 연령, 자녀 수의 회귀

계수는 다항로짓분석에서와 같이 한계효과분석에서도 유의미하였다. 그러

나 다항로짓분석에서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였던 배우자의 학력과 직장의 가

족친화제도 이용경험, 배우자 학력의 한계효과는 소극적 양육자에서 유의

미하지 않았고, 소극적 보조양육자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참조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양육자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요인은 부모 효능감, 배우자 기대, 직장 상사의 지지, 아버지 연령, 그리고 

자녀 수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

과 배우자 지지의 한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을 평균값으로 고정하였을 때, 부모효능감이나 배우자 지지의 

한계량 한 단위가 높아질수록 적극적 양육자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한

편, 적극적 양육자에 있어서는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한계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적극적 양육자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의 통계적 유의미

성은 다항로짓분석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적극적 양육자에 대한 

부모 효능감과 배우자 지지의 회귀계수는 다항로짓분석에서와 같이 한계효

과분석에서도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다항로짓분석에서 회귀계수가 유의미

하였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과 아버지 연령의 한계효과는 적극적 양육자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소극적 보조양육자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참조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적극적 양육자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부모 효능감과 배우자의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효과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항로짓분석에

서 모든 유형들에 유의미하였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의 효과가 실제로 

소극적 양육자와 적극적 양육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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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보조양육자의 특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Lamb 등(1987)이 아

버지 양육역할 실행의 4요인 모형을 제시하면서 제도적 요인이 아버지 양

육역할 실행에 대한 촉진제보다는 억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양육의 구체적인 동기와 실행 수준이 서

로 다른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적극적 보조양육자 간의 다항로짓분석과 한

계효과분석 모두에서 제도 이용경험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아

버지의 동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제도가 양육 수행의 억제제만으로 기능하

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유형별 영향요인들의 한계효과의 차이 중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수준 간에 다소간 불일치를 보이는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

자를 중심으로 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Lamb의 4요인 

모형은 이러한 동기와 실행이 불일치하는 아버지 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분

석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Pleck, 2010; Pleck & Masciadrelli, 2004).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보조양육자를 참조집단으로 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

하였을 때나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나 적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 간 영향요인의 특성 차이가 거의 동일하게 사회적 지원 요인에서 

나타났다. 소극적 양육자에 비해 자율적 동기 수준이 높고 모든 수행 수준

이 낮은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배우자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였고 배우자의 기대와 직장 상사의 지지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

면, 소극적 양육자는 배우자의 기대와 직장 상사의 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배우자의 지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대한 한계효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계효과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주

요 영향요인들만 한정하여 연속변수들을 이산변수로 처리하여 한계효과를 

재차 분석한 후, 이를 그래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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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한계효과와 95% 신뢰구간 

 

그 결과,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부모효능감, 배

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의 척도 한 단위별 

한계효과는 척도의 가능 범위 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그림 

3]). 그 중 부모효능감이 최소값인 10점일 때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은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유형 소속 확

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부모효능감이 최대값인 32점일 때는 소속 확률

이 .04에 불과하였다. 즉, 부모효능감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소극적 보조양

육자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부모효능감이 가장 낮은 아버지가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89%에 달하였다.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배우자 지지 및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도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배우

자 지지가 최소값인 21점일 때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은 .65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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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지지가 높아질수록 유형 소속 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배우

자 지지가 최대값인 48점일 때 유형 소속 확률은 .07에 불과하였다. 마찬

가지로 배우자 기대가 최소값인 19점일 때 .69의 소속 확률을 보였으나, 

배우자 기대가 높아질수록 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배우자 기대가 최대

값인 59점일 때 소속 확률은 .17까지 낮아졌다. 즉, 아버지 양육역할에 대

한 배우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기대가 낮은 아버지일수록 소

극적 보조양육자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배우자 기대가 가장 낮은 아버지가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69%에 달하였다.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

용경험의 한계효과는 이용경험이 없을 때 .43, 한 가지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을 때 .26,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있을 때 .25로 

나타났다. 즉,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해본 적이 있는 

아버지보다 전혀 이용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일수록 소극적 보조양육자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 확률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였다. 

다음으로,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에 대한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의 척도 한 단위별 한계효과는 

척도의 가능 범위 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그림 4]). 그 중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최소값인 10점일 때 .08이었으며, 점수가 높아질

수록 한계효과도 높아지다가 부모효능감이 24점일 때 .32로 최고 수준의 

한계효과를 보였고, 그 후에는 부모효능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가 

작아졌다. 즉,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부모효능감에 관한 설문에서 평균

적으로 ‘그렇다(3점)’라고 응답한 아버지는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속할 확률

이 32%로 가장 높았지만, 오히려 ‘매우 그렇다(4점)’라고 응답한 아버지들

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버지들에 비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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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적극적 보조양육자에 대한 한계효과와 95% 신뢰구간 

 

배우자 지지의 한계효과도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

였다. 배우자 지지의 한계효과는 최소값인 21점일 때 .08이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도 높아지다가 배우자 지지가 40점일 때 .32로 최고 

수준의 한계효과를 보였고, 그 후에는 배우자 지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

계효과가 작아졌다. 즉, 배우자 지지를 어느 정도 많이 받는 아버지일수록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배우자가 아버지 역

할수행을 아주 많이 지지해주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의 한계효과는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

의 경우 .30이며 한 가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경우 .3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이용해본 아버지

들의 경우 한계효과가 .51로 나타나 이용경험이 없거나 한 가지 제도를 이

용해본 아버지들보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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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한계효과와 95% 신뢰구간 

 

다음으로, 소극적 양육자에 대한 부모효능감, 배우자 기대, 직장 상사 

지지의 척도 한 단위별 한계효과는 척도의 가능 범위 중 부분적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척도 점수의 최소값인 10

점과 11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부모효능감이 12점일 때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부모효능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도 증가하다가 부모효능감이 30점일 때 한계효과

가 .39로 정점을 보였고, 그 이후로는 한계효과가 소폭 작아졌다. 즉, 아주 

낮은 부모효능감을 가진 아버지들은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없었고, 부모효능감 점수가 높아질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만, 높아지는 가능성의 추세는 점차 작아졌다.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는 척도 점수의 최

소값인 19점부터 26점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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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대가 27점에서부터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고, 한계효과의 상승폭도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기

대가 최대값인 59점일 때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는 .56으로 가장 높았다. 

즉,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배우자 기대와 관련된 설문에 평균적으로 

‘매우 아니다(1점)’나 ‘아니다(2점)’로 응답한 아버지들은 소극적 양육자 유

형에 전혀 속하지 않았다. 반면, 그 이상의 점수로 응답한 아버지들은 배

우자 기대에 따라 한계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직장 상사의 지지의 한계효과는 척도의 가

능 범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장 상사 지지의 척도 점수

가 최소값인 4점일 때 한계효과는 가장 낮은 .13이었고, 점수가 높아질수

록 한계효과도 점차 커지다가 직장 상사 지지가 최대값인 20점일 때 .39

의 한계효과를 보였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직장 상사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소극적 양육자일 확률은 39%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의 

척도 한 단위별 한계효과는 척도의 가능 범위 중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 중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최소값인 10점에서 16점까

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효능감이 17점에서부터 한계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계효과도 높아져, 부

모효능감이 최대값인 32점일 때 한계효과는 .38이었다. 즉, 4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된 부모효능감에 관한 설문에 평균적으로 ‘매우 아니다(1점)’나 

‘아니다(2점)’로 대답한 아버지들은 전혀 적극적 양육자일 가능성이 없었

다. 반면, 부모효능감에 관한 모든 질문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한 아

버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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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적극적 양육자에 대한 한계효과와 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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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33점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배우자 지지가 34점에

서부터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한계효

과가 급격하게 높아져, 배우자 지지가 최대값인 48점일 때 한계효과는 .70

에 달하였다. 즉,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배우자 지지에 관한 설문에 평

균적으로 ‘매우 아니다(1점)’나 ‘아니다(2점)’, ‘그렇다(3점)’로 응답한 아버

지들은 적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하지 않았다. 반면, 배우자 지지에 관한 

모든 질문에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한 아버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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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들의 다양한 양육역할을 자기결정적 수행동기

와 긍정적 실행의 관점으로 분석할 때 어떻게 유형화되며, 아버지의 양육

역할의 영향요인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자기결정적 수

행동기와 긍정적 실행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잠재유형화하고,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원, 직장의 제도적 

요인이 잠재유형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이론

틀은 아버지 양육역할의 결정모형인 Lamb의 4요인 모형을 수정, 적용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사기업에 고용된 직장인 초혼 남성으로, 4~7세 미취

학 자녀를 첫째 자녀 혹은 독자로 두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양육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이다. 조사방법은 아버지 양육역할

조사를 위해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

비조사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으며, 본조사는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 대상자 중 총 41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일

반적 특성과 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을 도출하기 위

해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양육역할 실행(자녀와의 상호작용 활동, 

부모 온정성, 부모 통제) 변수들을 잠재계층모형에 투입하였고, 잠재유형의 

수를 통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잠재유형 수에 따라 잠재계층분석에서 계산된 모수를 통해 구해진 

계층 멤버십 확률에 기초하여 연구대상자들을 잠재계층에 할당한 후, 각 

유형에 소속된 대상자들이 잠재계층모형에 투입된 변수별로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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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아

버지 양육역할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과 한계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들은 양육역할에 대해 평균적으로 타율적인 수행

동기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낮은 수준에서 자율적인 수행동기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역할 실행에 있어서는 평소에 자녀와 함께 하는 직

접적인 상호작용 활동과 통제적이고 훈육적인 실행을 보통 정도로 하고 있

었고, 온정적인 실행은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놀이 등 자

녀와 함께 하는 활동의 상대자나 자녀에게 규범을 가르치는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보통 수준으로 하며, 온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은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자기결정적 수행동기는 자녀와 

놀아주고 활동하는 아버지나 온정적인 아버지 등 현대적인 아버지상에 적

합한 양육역할 실행과 상호 관련되어 있었으나, 전통적인 훈육자의 역할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양적으로 양육역할 실행을 많이 하는 

아버지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훈육자 역할과 현대적인 온정적 아버지 역할

을 두루 갖춘 긍정적인 실행을 하고 있었다. 

둘째,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을 조

합한 결과, ‘소극적 보조양육자’, ‘적극적 보조양육자’, ‘소극적 양육자’, ‘적

극적 양육자’의 네 가지 아버지 양육역할 수행동기-실행 유형이 도출되었

다. 

셋째,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도출된 유형에 따라 관련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

과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적극적 보조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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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고, 배우자의 학력이 높고, 직장 규모가 작았

다.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기

대, 직장 상사의 지지 수준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정

도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

자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고, 자녀 수가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적

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수준

이 높았고,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해보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적극적 양육자는 소극적 보조양육자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이 

낮았다. 

이와 같은 다항로짓분석 결과에서 참조집단에 관계없이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값에 따라 유형에 속할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추후검

정으로 평균-고정 한계효과(MEM: Marginal effect at means)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은,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수준이 낮아질수록, 또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이용

한 경험이 없을수록 높아졌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대한 한계효과가 커졌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은,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 수

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다가 중상(中上) 수준 이상이 되면 확률이 낮아졌

다.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해본 아버지들은 이용경험이 

없는 아버지들보다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는 부모효능감이 높

아질수록 커졌지만, 부모효능감이 아주 높으면 오히려 한계효과가 조금 작

아졌다. 배우자 기대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 될 때부터 소극적 양육자 유형

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해졌으며, 배우자 기대가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

할 확률이 높아졌다. 직장 상사의 지지는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확률

을 지속적으로 높여주었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이 낮아지거나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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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양육자 유형에는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가 보통 이상의 수

준에서부터 유의미한 한계효과를 내었고, 부모효능감과 배우자 지지의 수

준이 높아질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변화된 현대적인 아버지 역할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취학 자녀를 두고 사

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양육역할을 자기개념화 

하여 외적인 강요 없이도 양육역할수행을 하고 있으며 여러 양육 수행의 

모습 중 온정적인 아버지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

화 양상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 대상자의 자녀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취학기이므로 

아버지들이 자신을 친구 같은 아버지 혹은 온정적인 양육자로 인식하는 경

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의 이러한 

자의식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인 

30~40대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체로 원가족에서 가족활동에 비참여적인 홀

벌이 부양자나 엄격하고 훈육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였다. 그러던 중 

대략 청년기 시절 IMF라는 경제위기의 불안 사회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가족을 형성할 즈음은 이미 홀벌이 부양이 어렵다

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을 때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가족 형성기

에 들어설 무렵, 기혼남성들은 가족학과 여성계의 사회운동을 통해 촉발된 

사회적 기대의 변화, 즉 양성평등적인 가족역할로의 인식 전환이라는 도전

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시류를 거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

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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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가 사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교육수준의 영향이 아버

지 양육역할 수행동기나 온정적인 양육역할 실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상관이 있는 배우자의 학력이 소극적 보조

양육자 유형에 대한 예측 확률에 부적인 한계효과를 보인 결과로부터도 추

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급

속하게 높아졌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아버지 양육역할에도 일정 부분 영

향을 미친다면, 최근 변화된 아버지상의 일정 부분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의 교육수준 증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려는 사회적 노력은 이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양육자로 동기화되고 온정적인 아버지가 될 가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한 편으로, 아버지 양육역할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문화자본이론(Bourdieu et al., 1977)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연결하는 고리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 양육역할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

려해보면, 아버지 양육역할은 교육수준과 자녀 발달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낮은 교육수준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나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 

관련 교육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아버지 역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양육역할 실행의 양보다 질이 자녀에게 더 큰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고(Carlson, 2006; Hofferth, 2003), 사회적으로도 아버

지 양육역할 실행의 질을 높이려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책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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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어 왔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이러한 사회 및 정책적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양육역할 실행의 질을 높이

려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은 과거 

원가족에서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엄격한 아버지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온정적이고 허용적인 아버지 역할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와 실행은 대체로 정적인 선형 관계를 보이지만, 잠재계층모형을 

통해 도출된 잠재유형들은 보다 다양한 수행동기-실행 조합을 보인다. 특

히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에서와 같이 자기결정적 수행동기 

수준이 동일하게 낮은 아버지일지라도 실제 실행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일 수도 있다. 또한 유형에 따라서는 수행동기 수준이 높은 적극적인 아버

지라고 해도 수행동기 수준이 낮은 소극적인 아버지보다 낮은 실제 실행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집단에 따라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

이 선형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역할 수행동기와 실행의 다양한 관계의 유형화 

가능성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내적 역동이나 행동 특

성에 있어서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다양한 구성이 

몇 가지 이질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Lamb의 4요인 모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아버지 양육역할 결정모형은 맞

벌이와 같은 가족 구조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외적 표지에 따른 가시적

인 집단 구분 외에는 대체로 아버지를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하곤 하였다. 

그 결과, 실제 경험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여겨져 온 양육 

동기가 양육역할 실행을 잘 예측하지 못하게 되어, 동기와 실행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의 필요성이 제언되곤 하였다(Pleck, 

2010). 본 연구의 유형화 모형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해답의 하나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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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아버지 양육역할의 유형화는 관련 정책 입안이나 특성화 교

육에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극적 보조양육자

에 비해 소극적 양육자의 자녀 수가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자녀 수의 주된 효과가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의 소속 확률 변화에서 나타

났다는 것은, 소극적 양육자의 경우 자녀가 적을수록 더욱 양육역할에 몰

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소극적 양육자의 양육역할 실행

에 대한 노력이 자녀 수 증가로 인한 양육역할의 절대적 필요량에 따르기

보다는 개인이 가진 가치나 기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더 적은 자

녀에게 더 많은 가족자원적 투자를 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내고자 하는 

개인의 가치나 가족의 전략일 수 있다(장경섭, 2009).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한 자녀를 둔 소극적 양

육자의 경우 후속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도나 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과 자율적인 수행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별로 주요 영향요인들이 

보인 특성 차이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된 변수들인 

부모효능감,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상사의 지지, 직장의 가족친화

제도는 수행동기-실행 유형들의 특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적절한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Lamb의 4요인 모형으로는 수행동기와 실행의 불일치가 적

절히 설명되지 못하거나 간과되었으나(Pleck, 2010; Pleck & Masciadrelli, 

2004), 본 연구의 분석틀은 이러한 불일치를 보이는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

형과 소극적 양육자 유형을 포함한 각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의 특성 차이

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유형별 특성 차이 중 두드러진 것은 부모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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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은 국내외 선행연

구들에서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것처럼

(이영환, 2008; Ehrenber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양육역할의 수행동

기-실행 유형에 대한 소속 확률을 가장 일관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

났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효과를 보인 부모효능감의 특성도 한계효과분석

을 통해 살펴보면 유형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

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예측력은 부모효능감 점수가 

최소값일 때 무려 89%나 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순위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효능감은 수행동기-실행 유형들을 

마치 순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실행의 하위요인들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검증

된 것들이므로, 부모효능감의 한계효과 패턴이 유형에 따른 양육역할 실행 

수준의 대체적인 상승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 사실은 이러한 해석의 여지

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맞벌이 여부와 배우자 관련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수행동기

-실행 유형에 대한 부모효능감의 예측력이 유지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

는, 홀벌이 아버지에게서만 부모효능감과 양육역할 실행의 관계가 유의미

하거나 결혼적응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이 관계의 유의미성이 사라진 선행

연구들(Crouter et al., 1987; Sanderson & Sanders-Thompson, 2002)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 간의 시간차나 대상차, 문화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의 양육역할 양상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의 중요

성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모효능감이 아버지의 실제 양육기술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자신만의 부풀려진 자신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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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 자신감이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

형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양육역할에 긍정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고취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다. 이를 위하여, 교육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부풀려진 자

신감이 되지 않도록 실제 적용 가능한 양육기술 교육이 요청될 것이나, 교

육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칭찬과 지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양육기술이나 효능감 수준은 아버지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양

육 행위를 해보아야 경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므로(권혜진, 2010), 

정책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버지 참여수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수행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내규나 초과근무, 주말근무 

등 기업 내 제도적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에 속하는 배우자 지지, 배우자 기대, 직장 상사

의 지지 요인의 효과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배

우자의 지지는 소극적 양육자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에서 유의미한 예

측력을 보였으며, 특히 배우자 지지의 점수가 최대값일 때 적극적 양육자 

유형에 대한 예측력이 70%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신숙재, 

1997; DeLuccie, 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격려와 칭찬

이 아버지 양육역할의 동기와 수행의 조합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배우자 지지의 중요성은 최근 사회 안팎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

는 아버지 교육이 현재처럼 아버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

지 포함하는 부모교육의 형태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양

성평등적 부모 교육에서도 아버지들의 낮은 수행 수준을 지적하면서 아버

지 역할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과 더불어, 현재 아버지 역할에 대

한 어머니의 지지적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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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과 관련되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배우자 

기대는 문지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부정적 특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배우

자 기대의 한계효과는 수행동기 수준이 동일하게 낮은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과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 두 유형의 차

이는 양육역할 실행의 하위 요인들의 차이에서 오며, 수행동기는 배우자 

기대의 효과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역할에 소극적인 아버

지들 중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아버지들, 즉 수행동기와 실행 수준이 

불일치하는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 

기대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를 많이 경험하는 일부 아버지들이 

실제 양육역할을 많이 한다는 본 연구의 유형 해석은 어머니의 문지기 이

론에 간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

서 배우자 기대의 가능 범위 내에서 기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효과가 

체감하지 않고 배우자 기대의 최대값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

가 아버지 역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아버

지의 양육역할 실행을 방해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의 핵심 가정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해석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논의되고 검증되기도 하였다(Aldous et al., 1998; Amato & Rivera,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에 

관해 논의하는 데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행을 수행동기와 조합하

여 분석한 본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문지기 이론에서 주장하는 

양육역할 실행에 대한 배우자 기대의 부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기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배우자 

기대의 한계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두 가지 유형들의 수행동기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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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모두 자율적 수행동기 수준이 낮은 소극적인 아버지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이들은 외적 자극과 내적 역동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행동을 조

절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배우자의 기대는 소극적인 아버지들에게 기본적으

로 외적 자극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부 소극적인 아버지들에게는 배우자의 

높은 기대를 어느 정도 내적으로 받아들여 낮은 수준이라도 자기결정적으

로 양육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동기와 수

행을 결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기대와 수행의 관계만을 고려하

는 문지기 이론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따른 직장 상사의 지지가 

소극적 보조양육자와 소극적 양육자의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직장 상사 지지의 한계효과가 소극적 양육자 유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는 사실은, 직장 상사 지지 요인의 기능이 배우자 기대의 기능과 유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율적이고 소극적인 동기를 가진 아버지들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를 가진 아버지들에 비해 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

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극적 양육자가 직장 상사 지지의 영향을 많

이 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원의 하나인 

직장 상사 지지는 제도적 요인과 유사하게 직장의 가족친화적 분위기로 해

석될 수 있어서 아버지가 양육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억제

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 보조양육자처럼 양육역할 

실행 수준이 낮은 아버지들에게는 실행의 기회 제공이 큰 의미가 없겠지

만, 양육역할 실행을 많이 하는 아버지들에게는 이 기회의 제공이 실행 수

준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정책 안에는 보통 어린 자녀

를 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폭이 아버지를 후배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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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상사들에게까지 넓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

장 내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장 상사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과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대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은 아버지 양육역할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억제하는 요인으로 기능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도 이용경험의 한계효과가 소극적 보조양육자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보면, 일찍이 Lamb 등(1987)이 

4요인 결정모형에서 설명한 대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주로 양육 수행

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제도가 수

행동기-실행 유형의 소속 확률에 가지는 승산비가 다른 영향요인들에 비

하여 컸다는 사실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억제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도의 실제 이용률이 낮고 이용된 제도도 육아휴직과 

패밀리데이에 편중된 것을 고려해볼 때, 기업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갖

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효율적인 가족친화제도를 갖추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정책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사기업에 종사하는 4세 이상의 미

취학 자녀를 첫째 혹은 독자로 둔 아버지로서 부모-자녀로만 구성된 핵가

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에 편

중되어 있고, 직종도 사무직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양육 

관련 활동을 해본 아버지들로 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양육역할 수행동

기와 실행 수준이 상당히 높게 편중되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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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집된 아버지의 연령 폭은 29~52세까지로 상

당히 넓었다. 이렇게 넓은 연령 폭은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있어서 연령 

코호트 효과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아버지의 연령은 유형 소속 확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코호트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미취학 자녀를 둔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의 

양육수행 양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표본 

문제를 보완하여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버지들을 대

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집단 간 차이 

분석도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집단간 

차이, 아버지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과 조부모가 

포함된 가족에서의 차이, 사기업과 공기업 종사자 간의 차이, 기타 직업군

이나 직종에 따른 차이, 거주지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한 집단간에 수행동기

-실행의 조합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행동기와 실행의 조합을 통해 도출된 잠재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그쳐, 이러한 유형이 실제로 아

버지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발달이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행동기

와 실행의 조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만, 본 연구에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위한 경험적인 검증 절차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역할의 수행동기-실행 유형에 

따라 아버지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의 발달이나 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택한 수행동기와 실행 변수들 외에도 아버지 양

육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와 실행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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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기 변수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입각한 행동 조절에 관한 수행동기 변수로서 개념상 행동과 

중첩된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정체감이나 태도 

등의 동기 변수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사용된 동

기 변수들보다 행동에 더 근접한 개념이므로 이 변수와 실제 실행 변수들

의 조합은 일반적인 동기 변수와의 조합보다 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가 어떠한 정체감이나 태도 등에 의해서 구성되

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Lamb과 Pleck의 아버지 양육역할 실행 개념의 보조

적 차원인 책임감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자신을 주 양육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책임감 변수를 제외하였다. 또한 Pleck의 수정

개념 구성에 적합하면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에 적합한 척도가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다양한 동기와 실행 변수들을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관련 척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Lamb의 4요인 결정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유형화 모형으로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Lamb의 4요인 결정모형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특성이나 자녀와의 관계 변수가 제외되어 있는 제한점

을 안고 있다. Lamb의 4요인 모형을 수정한 본 연구도 이러한 제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물론 자녀 관련 요인들이 제외된 이유는 선행연구에

서 자녀 관련 요인들이 보인 비일관적인 결과와, 복수의 자녀를 둔 아버지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 관련 요인들의 복잡성으로 인한 분석의 어려

움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등의 자녀 관련 변수는 양육

역할 수행동기나 실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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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에서는 유형화 작업에서 자녀 관련 변수들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되어 

분석된 변수가 제도의 이용여부, 즉 이용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 

경험 변수는 소속 기업이 구비한 제도의 유무나 구비된 제도에 대한 아버

지의 인식 및 제도 이용의 용이성 등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능한 변수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그것도 가족친화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본 연

구에서는 실제로 직장 내 구비된 제도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에 대

한 인식이나 이용 용이성도 공기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능한 변수들이 실제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장 환경을 대상으로 여러 

가능한 제도 관련 변수들의 효과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 유형화 연구에서 기존

에 주로 연구되었던 담론 분석 등의 질적 방법론이 아닌 양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형화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유형 간 통계

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아버지들의 다양한 양육역할을 자기결정적 동기와 긍정적 수행을 통합

한 관점에서 유형화함으로써 Lamb의 4요인 모형과 같은 기존의 선형적인 

분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4요인 모형 중 동기

를 결정요인에서 분리하여 실행과 결합하는 모형 수정을 통해 이전 모형에

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수행동기의 역동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특히 양육역할의 수행동기 수준이 높은 만큼 실행 수준이 따라가지 않

는 적극적 보조양육자 유형과 수행동기 수준이 낮은데도 실행 수준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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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양육자 유형 등 수행동기와 실행 간에 불일치를 보이는 아버지들을 

유형화를 통하여 밝혔고, 각 유형들 간의 영향요인들의 메커니즘을 규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

뤄지지 않았던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요인이 각 유형과 갖는 영향관계를 밝

혔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들의 수준에 따른 유형 소속 확률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아버지 양육역할수행 양상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적인 개입을 위한 유형별 전략 구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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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버지 양육역할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대한 아버지 자신의 동기와 

수행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연구자의 책임 하에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차동혁 

지도교수: 옥선화 

(02-880-8770) 

 

  

                                           
†
 설문지 중 ‘*’ 표시된 항목은 분석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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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평소에 귀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언제나 

한다 

1 아이를 안아주거나 신체적인 애정표현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2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① ② ③ ④ 

4 아이와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놀아주었다. ① ② ③ ④ 

5 
아이가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아이와 대화

했다. 
① ② ③ ④ 

6 아이가 한 일에 대해 칭찬해주었다. ① ② ③ ④ 

 

 

 

2. 귀하는 평소에 귀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언제나 

한다 

1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단호히 제지한다. ① ② ③ ④ 

2 아이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아이에게 엄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6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7 버릇을 들이기 위해 벌을 준다. ① ② ③ ④ 

8 가정의 규칙이 정해지면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9 아이에게 항상 무엇인가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르게 한다. ① ② ③ ④ 

11 숙제 등 할 일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12 아이의 응석을 받아준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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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는 평소에 귀하의 자녀(들)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

십니까? 

 문항 
전혀 

안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언제나 

한다 

1 함께 옷을 빨거나 빨래를 갰다. ① ② ③ ④ 

2 함께 설거지를 했다. ① ② ③ ④ 

3 함께 상점에 갔다. ① ② ③ ④ 

4 함께 책을 읽었다. ① ② ③ ④ 

5 함께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6 함께 요리를 했다. ① ② ③ ④ 

7 함께 미술이나 공작활동을 했다. ① ② ③ ④ 

8 함께 운동하거나 야외활동을 했다. ① ② ③ ④ 

9 함께 집안 청소를 했다. ① ② ③ ④ 

10 함께 무언가를 만들거나 고쳤다. ① ② ③ ④ 

11 함께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① ② ③ ④ 

12 아이의 숙제 등 할 일을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13 함께 보드게임이나 퍼즐게임 등을 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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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중 귀하께서 평소에 느낀 것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 

1 내가 부모가 된 것은 운명적인 일이다. ① ② ③ ④ 

2 내 삶의 목적은 부모가 되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3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아이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5 아빠 역할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① ② ③ ④ 

6 아빠 역할과 내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언제나 내 아이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아이를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9 내 아이는 내 일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아빠 역할에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 아이와 시간을 매우 보내고 싶어 한다. ① ② ③ ④ 

 

  



125 

5. 다음은 귀하께서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

문입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 네 종류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각각의 질문에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아래에 이 이유들에 대한 예

시가 있습니다. 제시된 네 가지 이유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각각의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귀하께서 각 질문마다 제시된 네 종류의 이유 모두에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종류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하가 

이 활동을 좋아하고 이 활동을 할 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귀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이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만족시

키거나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귀하는 이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느끼며, 선택의 여지가 정

말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이 활동을 즐기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는 이것을 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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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귀하가 아이의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독서 활동과 같이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려고 아이와 

함께 하는 게임을 생각해보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

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2. 귀하가 아이와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음악 감상, 공원에 가기 등)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

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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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귀하의 미취학 자녀의 신체적 돌봄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귀하가 하

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목욕시켜주기, 입을 옷 골라주기, 병

원 데려가기 등)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

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4. 귀하의 미취학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돌보는 데 귀하가 시간을 사용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를 도와주거

나 위로해주거나 안아주는 등)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

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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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반적으로, 귀하가 여러 가지 가족 관련 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활동이 즐거워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이 활동을 하도록 강요되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와 내 가족의 복지를 위해 나 스

스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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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중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

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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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중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①------②------③------④ 

1 아내는 내가 아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2 아내는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3 
아내는 내가 아이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내 몫

의 집안일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4 
아내는 내가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아내는 내가 아이들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충고

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6 
아내는 아이 앞에서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7 
아내는 내가 아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한

다. 
① ② ③ ④ 

8 
아내는 내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

도록 내 몫의 집안일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9 
아내는 내가 아이와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아내는 나와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

와준다. 
① ② ③ ④ 

11 
아내는 나의 부모역할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다. 
① ② ③ ④ 

12 

아내는 자녀훈육에 있어서 나와 동등하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두 책임질 필요가 없

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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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점

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자녀의 

학습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졸업 등을 

잊지 않고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의 생활(교우관계, 학교나 유

치원 생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내는 내가 자주 자녀와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의 잘못을 야단치고, 바른 생

활 태도(혹은 습관)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아내는 내가 자주 자녀를 데리고 주말에 외출

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양육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아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아내는 내가 자녀 양육에 신경 쓰는 것보다 직

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아내는 내가 직업적인 성취보다 자녀와의 관

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아내는 내가 직장 일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자

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아내는 내가 직장일보다 자녀와 관련된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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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 

중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①------②------③------④------⑤ 

1 귀하는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상사는 내가 회사 일 못지않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장 상사는 나에게 가족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 상사는 집안일을 위해 근무시간, 초과근

무, 휴가계획 등을 바꾸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 상사는 가족문제로 고민할 때 잘 들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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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 동료는 내가 회사일 못지않게 가족에 대

한 책임을 중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장 동료는 나에게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 동료는 집안일을 위해 근무시간, 초과근

무, 휴가계획 등을 바꾸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 동료는 가족문제로 고민할 때 잘 들어주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귀하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묻는 내용입

니다. 귀사에서 ①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지, ② 있다면 이 제도를 이

용한 적이 있는지, ③ 이를 이용하기가 쉬운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①시행여부 ②이용여부 *③이용용이성 

× ○ × ○ × ○ 

1 
육아휴직(산전·후 휴가, 출산휴가 - 남녀포

함, 육아휴가 등) 
      

2 
보육서비스(사내·사외 어린이집 운영, 보육

비 지원 ) 
      

3 패밀리데이(1회/주 정시퇴근)       

4 시간제근무(40시간/주 미만 근무)       

5 직무공유(업무를 2인 이상 공유)       

6 
경력휴가(장기근속자에게 포상, 교육, 여행 

등 지원) 
      

7 학자금지원(본인, 가족포함)       

8 상담프로그램(개인, 가족, 직장문제 등)       

9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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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시거나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연도 몇 성별을 적어주십시오. 

 출생연도 성별 

본인   

아내   

첫째 자녀  남 / 여 

둘째 자녀  남 / 여 

셋째 자녀  남 / 여 

 

2. 귀하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________년 

 

3. 귀하와 아내의 교육수준은? 

    1) 본인  2) 아내 

① 중학교 졸업   ________ ________ 

② 고등학교 졸업   ________ ________ 

③ 2~3년제 대학 졸업  ________ ________ 

④ 4년제 대학 졸업  ________ ________ 

⑤ 대학원 졸업 이상  ________ ________ 

 

4. 귀하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무는 어떤 분야입니까? 

① 영업직 ② 생산직 ③ 연구/개발직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전문관리직 

⑦ 기술직 ⑧ 기타 ( ) 

 

5.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평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팀장)급  ④ 부장급 이상 

 

6. 귀하의 현재 직장 근무 년 수는 얼마입니까? ________년 

 

7. 귀하의 소속기업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약 _______명 

 

8. 귀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정규 근무시간: ________시간 

② 초과 근무시간: ________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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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하의 퇴근 후 업무 관련 모임 횟수는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됩니까? 

________회 

 

10.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만원 

 

11. 귀하의 아내는 경제활동(취업) 중입니까? ( 아니오 / 예 ) 

 

11-1. 만약 귀하의 아내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은 얼마나 됩니까? 

① 정규 근무시간: ________시간 

② 초과 근무시간: ________시간 

 

11-2. 만약 귀하의 아내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아내의 월평균 근로(사

업)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만원 

 

12. 귀하와 아내 이외에 귀하의 집에서 자녀 양육을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 

 

12-1. 만약 정기적인 양육 지원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귀하의 부모   ② 귀하의 장인/장모 

③ 양육도우미(베이비시터)  ④ 기타 ( ) 

 

13. 가구의 연간 평균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만원 

(가구의 총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이전소득(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정부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유족원호금·육영자금(예.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 급부나 개인에 대한 기업의 무상 증여·기부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 자산·금융·

임대소득, 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한 것

을 지칭합니다.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입니다.) 

 

14.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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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Latent Classes of 

Paternal Motivation-Involvement and 

their Determina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various phenomena of fathering can be classified from a standpoint of 

self-determined paternal motivation and positive paternal 

involvement, and how differently the determinants on the fathering 

affect those classes. Th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 classified paternal motivation-involvement with the help of latent 

class model, considering the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a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paternal involvement. Then, I 

examined the different influences of fathers’ parental competence, 

social supports,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latent classes.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I adopted and revised Lamb’s 

four-determinant model of paternal involvement. 

The research subjects were first-married fathers who worked at a 

private corporation, had a 4- to 7-year-old preschooler as their only 

or first-born child, and had ever had any activity related to fathering. 

I collected the data by surveying via a questionnaire set up to examine 

the fathering role. The sampl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37 

24, 2013 to December 29, 2013, collecting 104 data. The main survey 

was don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7, 2014, collecting 507. 

Among them, the 410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analyzing methods are as follow. First, I perform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to observ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s of the main variables. Next, to 

classifying the paternal motivation and involvement, I put into the 

latent class model the motivation and the paternal involvement, which 

includes a father’s interactive activities with his children, parental 

warmth, and parental control. With the latent class model, I performed 

the model fitness analysis to statistically decide the number of latent 

classes. Then, according to the decided number of latent classes, I 

assigned the research subjects to the latent classes on the basis of the 

class membership probabilities calculated through the parameters 

from the latent class model. After that, I did one-way anova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put into the model according to the 

classes. Lastly, I perform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marginal effect analysis to examine how differently the determinants 

of paternal involvement affect the classes. 

The summary of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subjects tended to perform paternal 

involvements regulated by a little more self-determined motivations 

than external or introjected ones. In average, they were usually 

involved in the interactive activities with their children and parental 

control behaviors, and frequently in parental warmth behaviors. In 

other words, they usually performed a father role of play partner and 

discipliner, but more often an affective father rol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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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rnal motivation and involvement. The self-determinant 

motivation of paternal involvement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interactive activities and parental warmth which fit for modern 

fatherhood, but not with parental control which can be seen as 

traditional disciplining fatherhood. Those who did much paternal 

involvement in quantity, however, showed positive authoritative 

fathering equipped with both the traditional father role of discipline 

and the modern father role of warmth. 

Second, the latent class analysis on the paternal motivation and 

involvement resulted in four types of paternal motivation-

involvement: ‘Passive Childcare Assistant: PCA,’ ‘Active Childcare 

Assistant: ACA,’ ‘Passive Childcare Giver: PCG,’ ‘Active Childcare 

Giver: ACG.’ 

Thir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hich is to examine the different influences of the related 

determinants on the types resulted from the latent class model. ACAs, 

compared to PCAs, had higher levels of parental competence and 

spousal support, and had more probably used two or more of family-

friendly institutions of the company. Also, they were younger, had 

more educated spouses, and were employed at smaller company, 

compared to PCAs. PCGs, compared to PCAs, had higher levels of 

parental competence, spousal support and the superior’s support at 

work, and had more probably used one or more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of the company. They were also younger and more 

probably had one child than PCAs. ACGs, compared to PCAs, had 

higher levels of parental competence and spousal support, and had 

more probably used one or more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of the 

company. Also, they were younger than P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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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marginal effect analysis at 

means to post-estimate the impacts of marginal changes in the 

determinant variables of the above multinomial logit model on the 

expected changes in the types. First, the predicted probability on PCA 

increased when the level of parental competence, spousal support or 

spousal expectation decreased, or when the fathers had never used 

any family-friendly institution of the company. Also, the marginal 

effect of PCA increased when the father was older or his spouse was 

less educated. Next, the predicted probability on ACA increased when 

the level of parental competence or spousal support increased, but 

decreased when those levels passed over upper middle. Those who had 

used two or more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of the company had 

more predicted probability on ACA than those who had never used. 

The marginal effect of parental competence on PCG increas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mpetence, but the effect decreased a little 

when the level of the competence is very high. The marginal effect of 

spousal support on PCG was not significant until its level was beyond 

normal, and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n. The value of the 

superior’s support at work gradually increased the predicted 

probability on PCG. Also, the marginal effect on PCG increased when 

the father’s age decreased or he had one child. As for ACG, the 

marginal effects of parental competence and spousal support became 

significant and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ir levels were over 

normal. 

This research has its meaning on the fact that it suggested a way 

to clearly explain the complex phenomena, which seem to be difficult 

to interpret with the existing linear model, by classifying the self-

determined motivation and positive involvement of father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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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class model, especially, the research was able to clarify the 

inconsistency between paternal motivation and involvement, such as 

ACA or PCG. Also, it revealed the mechanism of related determinants 

according to the latent types. In addition, it can provide the way to 

predict the probabilities on the types according to the changing values 

of determinants. With these regards, I expect this research to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planning classified strategies for policies or 

educational interventions concerning paternal involvement. 

 

 

Keywords: paternal role, paternal motivation, paternal involvement, parental 

competence, social support, institution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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