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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  은  정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영역의 성별 역할분담 즉 가사와 돌봄에 , 

관해 한국 기혼부부들은 어떻게 분담하고 있고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사와 돌봄의 몫을 여성이 아닌 부부의 , ‘

몫 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적 ’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사와 돌봄 분담을 설명하는 . 

주된 이론으로는 경제 효율적 관점의 이론들이 있지만 이 이론들로만 , 

설명하는 것은 설명력에 한계가 있고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과 , , 

관련한 변인으로만 가사와 돌봄이 설명되어서도 그것을 지향해서도 안 ,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에 초점을 두고 , ‘ ’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이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의 .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년도 원자료 차 를 활용하였으며2014 (4 ) , –

방법론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함께 , 

독립변수로 하였을 떄의 모형과 본인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 

배우자 성역할태도를 조절변수로 하였을 때의 모형 간의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부부 성역할태도가 작용하는 역동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 

비전통적일수록 남편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 ,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작용항을 ,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 

따라 가사노동 비중을 선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 조절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아내와 . 

결혼한 남편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지만 전통적 , 

성역할태도의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 

비중을 거의 조절하지 못하였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는 아내 .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편의 , 

성역할태도만 유의하였는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 , 

가사노동 비중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 . 

성역할태도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로 , 

인해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 

아내는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본인 가사노동 참여를 선택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째로 돌봄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우선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는 남편 , 

본인의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정 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남편일수록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돌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 

없었고 조절효과로서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의 , . , 

돌봄참여의 경우엔 아내 본인보다는 남편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남편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돌봄노동 ,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아내 . 



본인의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는 원인으로 남편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때문일 것임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았지만, 

이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돌봄 분담에 . , 

있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남편의 ,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부부의 평등한 돌봄 분담에 약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남편의 참여와 상관 없이 본인 . , 

성역할태도와도 상관 없이 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 기혼 .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개인들의 가치관과 인식의 측면에 있는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에 있어 . , 

선행연구들은 부부 성역할태도의 일부 영향력을 검증하였지만 본 ‘ ’ ,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를 분담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본 연구는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남편의 가사참여에 .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본 , 

연구에서는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조절하는 역할을 함을 증명함으로써 단순 , 

회귀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남편 가사참여에 미치는 아내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아내 . , 

본인의 성역할태도 효과에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 

본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의 원인을 본 

논문은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남편의 ,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면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 효과가 없어져버리고, 

비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여성에 한정하여 본인 성역할태도 



효과가 나타났음을 증명함으로써 아내 성역할태도는 본인 가사에 ,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 

가려져 있었음을 본 논문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개인이 배우자의 , 

가사노동 분담을 제한하고 있음을 밝힌 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어느 특정 성별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개인들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제고하고 이것이 평등한 가사분담으로 

귀결되기 위해 서비스 중심의 일 생활 양립 정책 수준 높은 보육과 - , 

육아휴직 제공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여러 , ‘ ’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부의 . ,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아직도 뿌리 깊게 , 

여성의 영역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부부간 돌봄의 , 

평등한 분담은 가사노동보다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부부간 돌봄 분담 수준을 , ,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어 가사분담 돌봄분담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성역할태도 위계적 : , , , , 

회귀분석 조절효과, 

학  번 : 2016-2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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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문제제기1 

최근 몇 십 년 동안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고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 

있다 외 외(Bianchi. , 2000; Gershuny , 1988) 그에 따라 남성의 . , 

가사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외(Aassve , 2014; 

외Hook, 2006; Sullivan , 2014) 하지만 줄어든 여성의 가사시간 . , 

만큼 남성의 가사시간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이는 다수의 국가들이 , 

겪고 있는 현상이다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1994; 

외Coltrane, 2000; Shelton , 1996) 여전히 여성은 남성보다 . 

가사노동의 훨씬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돌봄에 있어서도 . 

마찬가지다 다수의 국가들에서 돌봄에 있어 성별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는 , 

현실이며 외 외(Gauthier , 2004; Gershuny, 2003; Sayer , 2004), 

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는 스웨덴에서도 

성별 돌봄 격차는 여전하다 외(Wells , 2012) 물론 가사와 돌봄을 . , 

가구 내 누군가가 아닌 제 자에게 맡기는 선택지도 있지만 그러한 3 , 

처사는 여성의 짐을 조금 덜어줄 뿐 남성이 손 놓고 있는 가사와 , 

돌봄의 의무는 그대로 둘 뿐이다.

이렇게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줄어들지 않는 성차별적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분담은 공식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외(Gornick , 1997; 

김경희 외 손문금, 2010; , 2005) 여성들은 시장노동을 마치고 다시 . 

집으로 출근 하여 가사와 돌봄을 하는 이중 삼중노동에 시달리고‘ ’ , , 

이는 결국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 일을 . 



그만두지 않더라도 가사와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성 이라는 족쇄는 , ‘ ’

여성에게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여, 

직장 내 성 차별 유리 천장 낮은 임금수준과 같은 공식적 영역에서의 , , 

차별로 이어진다. 

즉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역순환이 여성의 노동시장 , 

진출 및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사회에서의 여성들이 활약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해도 이러한 변화는 한 쪽에의 변화일 뿐 다른 한 쪽 즉 , , , 

남성의 역할에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거대한 이 혁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Esping-Andersen, 2014; Goldscheider 

외, 2015) 여성이 여전히 많은 가사와 돌봄노동 부담을 지고 있는 . 

것에 대해 외의 연구에서는 시장노동이 끝나고 가사노동과 Hochschild 

돌봄노동을 하러 집으로 여성이 재출근 한다고 “ (the second shift)”

표현하며 이를 지연된 혁명 이라 정의하였다‘ (stalled) ’ (Hochschild 

외, 2012).

이러한 성별 불평등한 가사 돌봄 분담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들이 · , 

존재한다 주로 이론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 가사와 돌봄 . , , 

분담 형태가 특정 이론으로 설명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이론 . 

세 가지가 상대적 자원 이론 시간 가용성 이론 젠더 ‘ ’, ‘ ’, ‘

이데올로기 이론 이다 상대적 자원이론과 시간 가용성 이론은 효율 ’ . 

극대화 측면의 경제적 관점 비교우위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 

있다 젠더와는 상관없이 부부간에 누가 되든 비교우위가 있는 일에 각 . , 

남편과 부인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두 이론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들은 국외뿐만 아니라 . 

국내에서도 다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성평등한 가사분담에의 희망을 , 

보여주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 이론들은 한계가 있다 위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해 . 

주요하게 사용하는 변인인 소득과 유급노동시간은 모두 노동시장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에서 , 

위와 같은 변인으로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담을 해석하는 것은 차별과 

차이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의 효과성을 . 

과대평가하여 결국 효용 극대화를 위해 성차별적 분담을 정당화하는 ,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두 이론의 큰 

단점이다 성차별 문제와 비교우위 효용 극대화 문제가 혼재하는 공식적 . 

영역에 대한 변인이 비공식적 영역에의 평등한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국외의 연구들도 지적하고 

있다 외(Brines, 1994; Coltrane, 2000; South , 1994). 

또한 노동시장의 변수인 소득과 유급노동시간으로 평등한 , 

가사 돌봄 분배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

있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것 즉 비공식적 , 

영역에의 평등성이 공식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층에게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점은 에스핑 안데르센이 

지적한 미완의 혁명 으로까지 이어진다‘ ’ (Esping-Andersen, 2014). 

그가 우려하는 미완의 혁명 상황은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가사돌봄의 평등한 분담 그리고 자녀에 대한 풍부한 투자와 같은 , 

혁명적 상황이 전 계층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 즉 , ,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이는 지금보다도 더 , 

거대한 격차를 벌리게 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가사 돌봄 분담의 현실을 젠더 , ·

이데올로기 관점을 추가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배는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 가 주요한 ‘ ’

영향을 미치며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으로 규범 지어진 사회적 , 

성역할에 개인이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다(Greenstein, 1996b) 결혼과 가사돌봄 분담의 과정은 젠더 . 

이데올로기가 발현되는 장이며 개인은 자신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 

가사돌봄 분담을 하고 자신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고화 재생산하는 ,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젠더 .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가사와 돌봄 분배를 해나가는 존재로 보고, 

남성은 시장노동을 통해 가정의 경제력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에서 ‘ , 

가사와 돌봄을 전담한다 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을 많이 따르는 ’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질수록 가사와 돌봄을 성차별적으로 분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을 검증하게 위해 주로 사용하는 변수는 

성역할 태도 이다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사분담 연구는 국외에서 ‘ ’ .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1990 이뤄져왔고 초기에는 본인 성역할태도가 , 

본인 가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인의 . ,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남편은 가사 참여를 늘리고 아내는 가사 

참여를 줄여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내 , , 

논문에서는 아내 본인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인 논문들이 많았다. 한편 가구 내 노동의 분담 , 

자체가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 

성역할태도 효과를 동시에 확인해야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효과를 , 

검증하는 논문들도 있었는데 외(Bianchi. , 2000; Evertsson, 2014; 

이미숙 이창순Presser, 1994; , 1996; , 2014) 대체로 남편의 ,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아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 반면 아내의 ,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가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가 부부 성역할태도가 상호작용하여 , ,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다.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부부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배우자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병렬적 효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한 

과 차성란 의 연구는 남편이 본인 Greenstein(1996b) (1998)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 ,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본인 성역할이 , 

본인 가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부의 , 

성역할태도가 상호작용하여 상대방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조절하는 

영향이 있는지까지 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검증해보고자 , 2014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하여 효과를 , 

검정해 보고자 하는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사노동은 부부가 . ,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면 돌봄노동은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외(Hallberg , 2003; Sullivan, 

주은선 외2013; , 2014) 이러한 인식은 부부의 실제 돌봄노동 경향을 . 

확인함으로써 한 번 더 확인되는데 가사노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가 , 

둘 다 줄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 

있기 때문이다 외 외(Bianchi , 2006; Gauthier , 2004; Sullivan, 2013; 

김소영 송유진, 2016; , 2011) 게다가 이들 논문은 모두 남편의 돌봄 . , 

증가가 특히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 

경향에 따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하여 부부 성역할태도가 ,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 분담에 미치는 성역할태도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에 돌봄노동까지 포함하여 . ‘ ’

효과를 검증하고 있고 은기수 이창순 주익현( , 2009; , 2014; , 2012; 

차성란 허수연, 1998; , 2008) 돌봄노동만을 한정하더라도 국내에서 , , 

성역할태도 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김진욱 외 의 연구밖에 진행되지 (2017)

않았다 국외의 논문들은 대체로 남편 본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돌봄 . 



참여를 높이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 돌봄 참여에 영향이 없다고 , 

보고하고 있다 외(Aldous , 1998; Bulanda, 2004) 따라서 한국의 . , 

기혼부부의 경우에는 돌봄 분담에 있어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돌봄 참여에도 유의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돌봄노동 분담에 미치는 요인에 .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효율적 관점의 한계는 경제원리에 따른 경제학적 해결책 외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요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와 . 

돌봄에 있어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의 이론 검증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의 역순환으로 . 

인해 가구 내 시간배분에 있어 여성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가 ,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돌봄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 

일차적 책임을 묻고 여성에게 많은 짐을 지우도록 하는 현실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젠더 이데올로기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 기혼 ?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절 연구문제2 

본 연구는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은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성역할태도가 가사와 돌봄 분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형적 관계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절효과로써 작용하고 있거나, , 

배우자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로 인해 보이지 않을 뿐 영향이 있을 , 

것임을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년도 자료를 활용하며 세 기혼 - 2014 , 20-60

부부만을 선택하여 부부 간 데이터를 매칭하고 측정된 시간자료를 , 

가공하여 개인별 가사노동시간과 비중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본인과 . , 

배우자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모델.( 1) 

부부 성역할태도 중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나오는 변수에 있어서는 

조절효과로써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음 단계에서 본인과 , 

배우자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로써 작용하는지 

확인한다 모델 두 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함으로써 상호작용항을 .( 2) 

추가하여 분석한 조절효과 설명력의 유의성을 검정해본다 이러한 . 

과정을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다 모델.( 3, 

모델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4) .

연구문제1.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부2. 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2 

제 절 가사 돌봄 분담 이론1 ·

경제 효율적 관점 이론  1. 

부부의 가사 와 돌봄 분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상대적 자원 이론 시간 가용성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 ’, ‘ ’, ‘

이론 을 꼽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각 사회의 부부간 가사와 돌봄의 ’ . 

분배가 이 이론들로 설명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부부간 분담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작용하는 것이 이 이론들이다. 

먼저 이 장에서는 경제 효율적 관점 이론으로 묶을 수 있는 두 이론, , 

상대적 자원 이론과 시간 가용성 이론을 설명한 뒤 한계점을 , 

언급함으로써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측면의 연구에 대한 함의를 , 

주장하고자 한다. 

가사와 돌봄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통상적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가구 내에서 필요한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둘을 묶어 가구 내 ‘

노동 으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각 이론들을 (domestic labor)’ . 

설명함에 있어 가구 내 노동 이란 일반적인 의 식 주와 관련한 ‘ ’ ,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합쳐진 것임을 밝힌다.



상대적 자원 이론1) 

우선 상대적 자원 이론은 가 년에 처음으로 , Blood&Wolfe 1960

소개한 이론으로 가구 내 노동 분배에 있어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가 , ‘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원 상황이 더 우수한 , 

사람이 가사와 돌봄을 덜 할 수 있도록 유리한 협상을 한다 는 것을 ’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Blood Jr , 1960) 부부 중 상대적으로 자원이 . 

더 많은 사람이 협상에서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누구나 하고싶지 않은 

노동인 가구 내 노동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을 통해 각 . 

가구의 노동 분담을 효용 극대화 이론으로 설명한 는 이러한 Becker

관점의 일환으로 시장 영역과 비시장영역 중에서 한 쪽에 더 숙련되어 , 

있는 개인들이 각 영역을 맡는 분화 를 통해 가구 , ‘ (specialization)’

내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고 설명하였다(Becker, 2009) 즉 시장노동에 . , 

우위가 있는 개인이 시장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시장노동에서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가구 내 노동에 우위가 있는 개인은 가사와 돌봄을 , 

전담함으로써 가구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분담이 ‘ ’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시장노동 영역에서 우위를 점해 가구 모형이 대부분 , 

남성 인소득모형이었던 과거에는 상대적 자원이 적은 한 명 특히 1 ,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 하는 의 가사분담 형태가 ‘ ’ Becker

맞아떨어졌을 지 몰라도(Brines, 1994) 현재는 많은 여성들이 ,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인소득자 가구모형이 늘어남에 따라, 2 , 

가사와 돌봄에 있어 부부의 상대적인 참여 정도 로 해석하는 경향이 ‘ ’

다수가 되었다(Esping-Andersen, 2014) 즉 부부간 자원 수준을 . 

비교하여 시장노동에 대한 자원 우위가 있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덜 하고 우위가 없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더 하는 것이다‘ ’ , ‘ ’ . 

이러한 측면에서는 부부간 자원 수준이 비슷해짐에 따라 부부의 가사와 

돌봄 시간도 비슷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부부 간 성별과 . , 



상관없이 개인의 자원이 늘어날수록 본인의 가구 내 노동을 줄이고, , 

자원이 줄어들면 본인 가구 내 노동을 늘린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 자원 이론을 검증하는 논문들은 많고, 

자원으로 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변수로 사용한다 우선. , 

국외논문으로는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검증한 NSFH 

와 외 의 논문이 있는데 각각 년대 Presser(1994) Bianchi (2000) , 1980

후반 년대의 시간사용에 있어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한 결과, 1990 , 

성별에 상관없이 가구 내 소득 비중이 높아지는 사람이 본인 가사시간을 

줄이고 배우자의 시간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 

는 미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를 Baxter(1997) , , , 

대상으로 이론 검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남편의 , 

소득비가 커지면 아내는 본인 가사시간을 늘리고 남편은 본인 , 

가사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 

이를 검증하였는데 은기수 이창순 주익현( , 2009; , 2014; , 2012; 

허수연, 2008)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사시간을 줄임을 확인하였다, . 

배호중 과 김수정 김은지 의 논문은 부부간 상대적 (2015) · (2007)

소득을 사용하여 이론을 검증하였는데 위 이론들의 발견점은 약간 , 

특이하다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높거나 아내의 소득이 매우 높은 . , 

구간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배 형태가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 

분담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년도 자료를 . 1985 PSID 

활용한 는 상대적 자원이론보다는 젠더에 따른 Brines(1994)

가사분배가 여전히 잔존하며 이것이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 로 , ‘ ’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근거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을 . ,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부 개인의 소득의 효과를 자세히 볼 수 

없으므로 절대적 소득을 사용해야함을 주장하는 논문이 있다 부부의 , . 

상대적인 소득 비교를 변수화 하는 것은 부부 모두 소득과 가구 내 

노동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 중 한 , 



사람은 소득과 가구 내 노동 분배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 

부부 소득의 상대적 비중으로 소득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 부부간 

소득으로 협상할 수 있는 위협지점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Gupta, 2006) 이에 따라 는 부부의 절대적 . Gupta(2006)

소득 수준이 가사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의 , 

개인들은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소득이 , 

낮을수록 본인 가사시간을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돌봄 분담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의 돌봄 시간을 , 

줄이긴 하나 유의한 영향까지는 없고 아내는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 

돌봄 시간을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있고(Evertsson, 2014) 줄인다는 , 

연구결과도 있다 주은선 외(Bulanda, 2004; , 2014) 이러한 차이는 . 

나라의 특성과 측정된 시점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임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돌봄 분담에 있어 소득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상대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효과 검증은 , 

성별에 따라 다른 편인데 남편의 경우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았다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Coverman, 1985; 

외 외Evertsson , 2004; Fuwa, 2004; Presser, 1994; South , 

1994) 국내 연구들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참여를 . 

유의하게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수정 외 김진욱 외( , 2007; , 2017; 

배호중 이창순, 2015; , 2014)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상대적 . 

자원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이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예상하였다(Coverman, 1985; Presser, 1994)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 , 

높은 교육수준이 본인의 가사시간을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인 연구들이 많았다 외(Brines, 1993; Evertsson , 2004; 



외South , 1994)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에 부합하는 것일 . 

뿐만 아니라 앞서 남편의 경우에서 언급한 교육과 평등한 성역할태도 , 

간의 상관관계 가설에도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외 . 

연구의 설명에 한정한 것으로 국내의 논문들은 아내 교육시간이 본인 ,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수정 외 이창순( , 2007; , 2014) 오히려 아내는 고학력일수록 . 

가사노동이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은기수( , 2009). 

이렇게 교육수준이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거나 효과가 성별에 따라 ,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 자원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므로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 

한편 돌봄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부부간 분담의 격차를 줄이는 , 

효과보다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참여를 높이는 데 유의하게 기여하는 ,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송유진 주은선 외(Sullivan, 2013; , 2011; , 

2014)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와는 달리 고학력 여성들의 돌봄 참여가 . 

두드러진 영향을 보였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 

있다 외(Gauthier , 2004; Sulliva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교육수준 변수가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 

분담을 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하는지 아니면 상대적 자원변수로써 , 

기능하는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년도의 경향을 , , 2014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 가용성 이론2) 

시간 가용성 이론도 앞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며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 

덜 함으로써 부부가 가구 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최적의 분배를 

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 

부부가 합리적으로 가구 내 노동을 분담하는 데 있어 개인이 가용할 ‘

수 있는 시간 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앞의 상대적 자원이론과 ’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는 가구 내 노동에 대한 . Coverman(1985)

수요 에 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 ’ ‘ ’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젠더와 상관없이 부부의 가사와 돌봄에 . , 

대한 참여는 그들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Shelton 

외, 1996).

개인들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는 

시장노동시간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가구 내 . 

노동에 기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 , 

존재나 수 역시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정하는 변수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용하고 있다 자녀가 있고 특히 미취학 자녀 자녀의 수가 . ( ), 

많아질수록 가구 내 노동의 양이 많아져 가용해야 할 시간 역시 , 

많아지는데 이 자녀로 인해 많아진 가사와 돌봄에 대해 가용할 , ‘

시간 이 좀 더 많은 부부 중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시장노동시간은 가구 내 노동에 가용해야 할 . ,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부 적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 , 

존재나 수는 가용해야 할 시간을 늘어나게 만드는 정 적 상관이 있을 (+)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은 이를 . Esping-Anderson

외부 제약조건 유급노동시간 과 내부 제약조건 자녀 수 또는 ‘ ( )’ ‘ (

연령 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Esping-Andersen, 

2014).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한 논문들은 대체로 일치된 연구결과를 ,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의 시장노동시간이 . 

길수록 본인 가사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Bianchi. , 2000; 

외 김수정 외 은기수 이창순Evertsson , 2004; , 2007; , 2009; , 2014; 

주익현 허수연, 2012; , 2008) 본인의 시장노동 시간이 배우자의 .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본 논문들도 많은데 이 경우 역시 ,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검증하였다 외(Bianchi. , 2000; 

외 김수정 외 배호중 주익현Evertsson , 2004; , 2007; , 2015; , 2012). 

본인이 시장노동시간에 의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비중 에까지 ‘ ’

확실한 영향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 

돌봄에 있어서도 시장노동시간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대체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 

것으로 외 김진욱 외(Aldous , 1998; Bulanda, 2004; , 2017) 여성의 , 

경우는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돌봄 참여도 늘어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어(Evertsson, 2014) 좀 더 자세한 규명이 필요해 , 

보인다.

자녀의 존재나 수를 변수로 하여 검증한 이론의 효과 역시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자녀의 존재를 변수로 하는 논문들은 . 

부모됨 의 효과를 검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 자녀의 존재로 인해 , 

부부가 부모 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러한 표현은 주로 나이가 매우 어린 첫째 자녀에 대한 존재를 

가정한다 연구 결과 부모됨은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와 돌봄 모두 . ,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외(Bianchi. , 2000; 

외Brines, 1993; Evertsson , 2004; Hook, 2006; Presser, 1994; 

외 주은선 주은선 외Shelton, 1992; South , 1994; , 2014; , 2014). 

하지만 이 논문들의 공통점은 자녀의 존재로 인해 증가하는 가사와 , 

돌봄의 양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자녀로 인해 증가하는 .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 

존재가 부부의 가사노동 격차를 더 벌리는 것으로 시간 가용성 ,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가지 .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자녀의 나이에 대한 것인데 자녀의 나이가 , 

많아질수록 부부의 늘어나는 가사시간의 정도가 점점 줄거나 자녀의 , 

도움으로 인해 가사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자녀의 , 

나이를 구간별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South , 1994) 따라서 . 

본 연구에서도 시간 가용성 이론 검증에 자녀 변수를 사용함에 있어 

미취학 상태인 자녀 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 .

경제 효율적 이론의 한계 및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의 의의3) 

이 두 이론은 모두 부부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교우위를 따져 가정 내 노동을 분담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 

젠더와 상관없이 부부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이 시장노동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사와 돌봄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이다, . 

이 두 경제적 이론에 대한 검정은 많이 이뤄졌고 실제로 부부간 자원 , 

수준이 비슷해질수록 가용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좀 더 가구 내 노동을 , 

늘린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검증함으로써 성평등한 가사분담에의 ,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이론들이 전제하고 있는 가구 내 노동 분담의 ‘

결정과정은 절대적으로 성 중립적으로 이뤄진다는 것 은 실제로 ’ ,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위 이론들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 

변인들은 노동시장에서 파생되는 것 소득 유급노동시간 등 으로( , ) , 

노동시장 내에 성 불평등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변수가 이미 

젠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Brines, 1994; Coltrane, 2000; 

외South , 1994) 이는 이론의 효과를 부풀려 검정하게 함으로써 효용 . , 



극대화를 위해 젠더를 정당화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두 이론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변수로 부부간 평등한 가구 내 노동 분담의 , 

가능성을 본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계층에게 ,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 즉 공식적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공식적 영역의 평등성이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을 

암시한다는 것은 이 우려하는 상황과 맞아 , Esping-Anderson(2014)

떨어진다 점점 동질혼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 , 

진출과 그에 따른 가구 내 노동의 부부간 평등한 분담 그리고 자녀에게 , 

풍부한 투자까지 이어지는 이런 혁명 적 상황이 사회경제적 상황이 ‘ ’

좋은 상위계층에게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은 전 , , 

세계적으로 격차를 더 벌리게 하는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론적 관점으로의 비판인데 앞서 이론들을 , 

소개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적 자원이론과 시간 가용성 이론으로는 , 

설명되지 않는 부부간 가사 분담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상대적 자원이론에 있어서는 아내가 소득이 많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 ,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 자원에 따른 가사분담이 아닌,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가사분담 형태로 회귀함에 대해서 설명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상대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 ,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른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한 ,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시간 가용성 이론에 대해서는 가용할 . , 

시간과 관련한 시장노동시간이나 자녀 변수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효과가 크고 따라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훨씬 더 변화가 , 

크다는 점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돌봄 분담에 .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상대적 자원 관점에 따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설명력 수준도 크지 않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경제학적 이론만으로 가사와 돌봄 분담이 완벽하게 ,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적 이론만으로 설명하고 이에 , 



대해서만 지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교우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분담보다 개인들의 , 

선호와 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노동 . 

시간의 차이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장인수와 우해봉 의 (2017)

논문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가사시간 차이가 노동시장 내 영향력 등 , 

합리적 근거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 

역시 분명히 존재하며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역할태도 등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이 미치는 , 

영향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인수 외( ,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며 이것이 ,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경제학적 요인에 . 

기대지 않고도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비경제학적 

요인을 발견하고 그 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2. 

이 이론은 가사와 돌봄 분담은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 에 ‘ ’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개인이 전통적으로 . , 

결혼과 가족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것이다(Greenstein, 1996b) 즉 개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 , 

동조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평등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이다 개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 

젠더 와는 다른 개념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는 젠더에 따른 성역할이 ‘ ’ , 



있다는 전통적 규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지표인 것이다.

여기서 와 의 젠더 수행 관점을 결합할 수 West Zimmerman “ ” 

있는데 젠더 수행이란 각 개인이 일상의 행위 속에서 전통적 젠더 , , 

규범에 따른 것을 무의식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이 “ ”

강화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는 이 관점에 결혼과 가구 내 , . Berk(2012)

노동을 접목 결혼과 가구 내 무급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것은 재화와 , 

서비스만이 아니라 젠더 또한 생산된다고 주장하였다 가사와 돌봄 , “ ” . 

자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젠더와 관련된 행위들의 

실행으로 인해 젠더가 생산되는 라는 것이다“gender factory” .(Berk, 

2012) 또한 는 젠더수행의 과정은 자신의 의식적 수준에서  , Berk

작동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 

행해지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 Hochschild 

외 의 논문에서는 가사와 돌봄의 수행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가 (2012)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이 생각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의식적 , (

수준 와 실제 가사노동을 통한 젠더 수행 비의식적 수준 이 일치하지 ) ( )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이 . ,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믿음과 느낌이 가사노동에 , 

반영되는 형태는 매우 모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 

때문에 젠더수행 관점은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에 따른 성역할태도는 , 

실제 가구 내 노동 분담을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가능 하다고 “ ”

주장한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 간의 관계는 젠더가 무의식적으로 발현되고 , 

강화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의식적 수준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가 , ‘ ’

발현되고 강화 혹은 수정되는 경험을 겪을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 . 

더군다나 부부간 가구 내 노동의 분담은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 

부부가 상호작용적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 

수정될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 임을 감안한다면 설령 젠더 수행의 “ ” , 

관점대로 젠더 이데올로기는 부분적인 설명 밖에 하지 못하더라도, “ ” , 



개인의 성평등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봄으로써, 

젠더 이데올로기가 부부가 성평등적 가구 내 노동 분담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임을 즉 의 주장대로 새로운 , Greenstein “

시각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Greenstein, 

1996b)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질수록 , 

아내는 많은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며 남편은 회피하려고 ,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조응하는 행동이기 . 

때문이다 반대로 평등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질수록 아내는 적은 . ,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며 남편은 기존보다 많은 가사와 , 

돌봄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가 모두 평등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질수록 가구 내 , 

노동에 대해 평등하게 분담을 해서 수행하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부부간 가구 내 노동 분담에 있어서는 남편과 . , 

아내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함께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개인의 , 

성역할태도 뿐만 아니라 그 상호작용까지 확인하는 것은 젠더 , 

이데올로기가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세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차성란(Greenstein, 1996b; , 1998). 

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이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 ’ . 

하도록 한다.



제 절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과 성역할태도2 

성역할태도  1.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성역할태도 를 변수로 ‘ ’

사용함에 있어 먼저 그것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 , 

성역할 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외 의 ‘ ’ , Broverman (1972)

논문에 따르면 성역할은 특정 사회 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특징에 , 

대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 

문지선 은 개인들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된 성역할을 (2017)

권장 받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제제를 받는 형식으로 개인들은 , 

사회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성역할은 ‘ ’ . , 

한 사회 안의 구성원들의 성별 나이 종교 결혼지위 교육수준 등에 , , , , 

따라 특수성을 가지게 되며 그렇게 특정 사회에서 고착된 성별에 따른 , 

역할은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 , 

사회 내의 개인들에게 성별에 따라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를 하도록 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역할은 사회 내 개인들에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다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외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의 자아개념 이라는 . Broverman ‘ ’

것을 설명하며 성역할과 관련된 행동 태도들 또는 특정한 선행 , , 

조건들에 따라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외(Broverman , 1972). 

역시 개인은 사회적 젠더규범을 자신의 과거에서 Hochschild 

비롯된 감정과 무의식적으로 종합하고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현실 상황 등에 따라 , 

성역할에 대한 태도 를 조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 . ,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은 자신의 전체적인 상황에 

전통적인 성역할이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Hochschild , 2012). 

즉 종합해보면 성역할은 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개인보다도 큰 단위의 , , 

개념이지만 그 사회 내의 성역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 , 

태도 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 지위 등에 의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 .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에 대한 태도 개념은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을 ‘ ’ 

검증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젠더에 따른 역할 . 

규범에 대해 개인이 취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젠더 ‘

이데올로기 는 성역할태도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 ‘ ’ 

때문이다.

성역할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다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개인 성역할태도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 

따라 변화할 수도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에게는 가장 . 

중요한 환경 중 하나가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일 것이다 만약 본인은 . ,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 

갖고 있어 갈등이 생긴다면 본인은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던가, , 

아니면 자신의 성역할태도를 수정하여 배우자처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자신의 성역할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 특히 부부간 가사와 . 

돌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상황에서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역할태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 

성역할태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는지를 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배우자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부부 모두를 고려한 , 

논문들이 있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 

대해 연구한 문지선 의 논문에 따르면 하위 계층의 아내들은 (2017) ,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상위 계층의 아내들은 자신의 , 

성역할태도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이더라도 남편의 , ,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이어야지만 본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지선( , 2017) 아내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 

대해 연구한 최은영과 곽현주 의 논문에서도 다른 어떤 환경적 (2015) , 

요인보다도 남편의 아내 취업에 대한 선호 가 가장 강력한 , ‘ ’

요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은영 외( , 2015) 이 논문들에 따르면. , 

아내의 경제활동 참가는 남편의 아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즉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이외에 부부의 . , , 

가사와 돌봄 분담에 대해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

성역할태도가 가사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  2. ·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이다 변수는 전통적 성역할태도 규범에 대한 ‘ ’ . 

생각을 묻는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점 척도 또는 점척도로 4 , 5

구성하거나 전통적 비전통적 태도의 이분변수로 구성하기도 한다, / . 

초기에 성역할태도를 변수로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 

국외와 국내에서 년대 후반 년대 초반에 활발히 이뤄졌으며1990 ~2000 , 

다수의 논문들이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특히 여성 부부간 가사분담의 ( ) 

공평성을 인지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기능함을 

검증하였다 외 기은광 외(DeMaris , 1996; Greenstein, 1996a; , 2003; 

전지원 외, 2000)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사분담의 공평성 인지뿐만 . , 



아니라 실제 가사와 돌봄의 부부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과 , , 

행위가 일치하는지 까지 보는 경향이 많아졌고 이러한 연구는 활발히 ,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부부 가사와 돌봄 분담에 . ,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역할태도 수준 즉 성평등 수준 , , 

자체가 그 나라의 가사분담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여 이를 증명한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외(Aassve , 2014; 

김영미Fuwa, 2004; Hook, 2006; Sullivan, 2013; , 2014) 하지만 본 .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역할태도가 그들의 

가사분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동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미시적으로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 

보는 논문들이 있다 주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남편 본인 . ,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지를 검증한 논문들이 많으며 이러한 연구는 , 

태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어 검증되었다고 , , , 

젠더 이데올로기 관련 논문을 집대성하여 정리한 Greenstein 

외 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2009) 외(Davis , 2009) 국내에서도 . 

남성의 평등한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검증한 논문들은 다수 

존재한다 김진욱 외 이미숙 허수연( , 2017; , 1996; , 2008) 한편. ,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논문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었는데 국외논문들이 ,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자료를 활용한 와 . NSFH Presser(1994) Bianchi 

외 의 연구는 각각 미국의 년 그리고 (2000) 1986-1987 ,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1992-1994 , 

평등할수록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라는 스웨덴의 태도와 인구학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는 년도 YAPS 2009

분석 자료를 활용한 의 연구에서도 아내 본인의 Evertsson(2014)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노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 역시 . Coltrane(2000) 

년대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평등한 1990

가사분담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Coltrane, 

2000) 국내 연구로는 이승주와 이소민 의 연구가 있는데. (2017) ,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내 본인의 성 불평등한 역할 인식이 

부부간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 

대체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아내의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국내 연구가 더 많았다 김진욱( , 

이창순 차성란 허수연2008; , 2014; , 1998; , 2008).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아내 본인의 , 

성역할태도보다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라는 것을 보인 연구가 있었는데, , 

이창순 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아내 가사노동시간이 (2014) ,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논문들은 남편의 . 

성역할태도 뿐만 아니라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도 평등할수록 아내의 , , 

가사노동시간을 유의하게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외(Bianchi. , 2000; Evertsson, 2014; Presser, 1994). 

이렇게 본인의 성역할태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까지 , ,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보는 논문들도 있다. 

가사분담이라는 것 자체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중 개인의 가사노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즉 , , 

상대방의 성역할태도 역시 작용한다고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본인 성역할태도가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은 남편과 , 

아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창순 과 외, (2014) Bianchi (2000), 

그리고 는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Evertsson(2014)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의 . 

경우는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의 논문에서만 . Presser(1994)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 아내의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논문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 

아마 이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년대 후반 자료이기 때문일 1980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외의 다른 연구들은 모두 년대 자료를 . 2000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의 성역할태도를 동시에 포함하여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부의 , , 

성역할태도가 동시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두 성역할태도가 

상호작용 에 의해 성역할태도 효과가 변화하는 것까지 확인해볼 ‘ ’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있다 즉 부부 성역할태도 간의 . ,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부부간 가사분담이 변화할 수 있는 역동적인 ,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 . Greenstein(1996b)

차성란 의 논문이 있다 은 본인 (1998) . Greenstein(1996b)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부부 각자의 ,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등한 성역할을 가진 남편의 가사노동 . , 

비중은 아내의 성역할에 따라 연속체 로서의 차이가 있음을 “ ”

밝혔는데 즉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는 데 있어, , 

아내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평등한 .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내와 결혼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기울기 계수가 

커 본인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 비중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 

반대로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내와 결혼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기울기 계수가 매우 작아 남편 본인 성역할태도가 평등하더라도 , 

가사노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남성과 , 

가사노동 비중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성역할태도가 본인 , 

가사노동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 . , 

모두가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 



은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가사분담에 동시에 Greenstein(1996b)

작용하는 데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 작용에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부간 가사분담은 상호작용적 , 

협상의 진행중인 역동적 과정 임을 강조하였다“ ” .

국내 논문으로는 차성란 의 연구도 부부 성역할태도의 (1998)

상호작용항이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영향이 , 

없는 반면 아내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음 남편의 ),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 , 

성역할태도가 남편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데에 있어 아내의 , 

성역할태도가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남편이 평등한 .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어도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면 남편의 , , 

가사노동시간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평등한 성역할태도의 . , 

남편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가사노동 시간을 

조절하였고 평등한 성역할태도의 아내와 결혼한 평등한 남편이 가장 ,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 

차성란 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작용하는 데에 있어 부인의 (1998)

성역할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본 논문들은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동시에 

작용하는 데 있어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바뀌는 것으로 ,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단순히 밝혔지만 더 , ,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분명 함께 작용하지만 선형 ,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효과가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에 

조절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경우이거나 배우자 ,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때문에 본인의 성역할태도 효과가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부 . , 

성역할태도가 분명 작용하지만 단순 회귀로써 인과 또는 상관관계를 



봄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은 효과는 사실 조절효과로써 작용하거나, 

배우자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로 인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우선 부부 . 

성역할태도를 병렬적으로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부부의 가사와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조절효과로 , 

작용하거나 배우자의 조절효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 가설을 , 

세우고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외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 

검증한 논문들은 대부분 가사노동 을 돌봄노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 ’

정의하여 검증하고 있거나 은기수 이창순 주익현( , 2009; , 2014; , 2012; 

차성란 허수연, 1998; , 2008) 돌봄노동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는 논문은 매우 적다 게다가 돌봄 . , 

연구는 피돌봄자는 자녀 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 ’ . , 

또한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우선 김진욱 외 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들의 , (2017) , 

성역할인식이 비전통적일수록 자녀돌봄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자녀돌봄 시간에 .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년과 년에는 그 (+) . , 2004 2009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가 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것을 , 2014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근으로 올수록 본인 성역할태도의 , 

영향이 커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외논문으로는 가 . Bulanda(2004)

있는데 남편의 가사노동에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유의미한 ,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녀돌봄에 대해서도 부부 모두의 , 

성역할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미국의 년도 1987-1988 NSFH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돌봄 시간에는 남편 . , 

본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유의미하게 본인 돌봄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자녀돌봄을 . ,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를 . 

활용한 외 의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편의 Aldous (1998) . 

평등한 성역할태도만 유의미하게 본인의 자녀돌봄 시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이다. 

여성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은 없었으나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돌봄시간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의 학력 에 ‘ ’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혼부부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논문들은 모두 여성의 돌봄시간에 있어 학력이 , 

높을수록 여성 본인의 돌봄노동시간이 길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노혜진( , 

송유진 주은선 외2014; , 2011; , 2014) 특히 주은선 외 의 . , (2014)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돌봄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 

여성이 훨씬 큰데 남성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시간이 많아지긴 , 

하지만 이는 고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여성은 , ,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녀 돌봄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과 정 반대되는 경우인데. , 

가사노동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 본인이 수행하는 가사시간은 

줄어든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 

동질혼의 영향까지 의심하게 되는데 실제로 고학력 동질혼은 자녀 , 

돌봄시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요인임을 국내외 연구에서 밝히고 

있고 노혜진(Esping-Andersen, 2014; , 2014) 이들 논문은 이러한 , 

동질혼에 의한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은 빈부의 양극화를 미래까지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돌봄에 있어서 학력과 소득 등의 요인의 . , 

효과뿐만 아니라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 , 

요인이 아닌 개인 내부의 요인인 성역할태도의 전환으로 인해 

평등하고도 풍부한 자녀 돌봄이 가능할 것인지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모두 정리해보자면 대체로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평등할수록 , 

본인의 돌봄 참여를 높이지만 김진욱 외( , 2017)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 

남편의 돌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ldous 

외, 1998; Bulanda, 2004) 하지만 아내의 돌봄에 미치는 . ,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검증한 논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돌봄에 있어 ,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확인해본 논문은 더더욱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의 ,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가사노동의 , 

경우와 비교해봄으로써 가사노동과는 다른 돌봄노동의 특징이 있는지, , 

그것이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장 연구가설 및 모형3 

제 절 연구가설 및 모형1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세운다.

우선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과 , 

비중에 미치는 선형적 영향을 검증한다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 

평등할수록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늘리고 아내는 , 

가사시간과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본인 또는 아내의 가사노동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반면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본인과 남편의 가사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 ,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성역할태도 중 , 

영향이 검증되지 않는 변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 

때문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상호작용항을 포함함으로써 ,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부부간 돌봄노동 분담에 있어서도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 

상호작용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가사노동에 . 

돌봄을 포함하여 영향을 검증하여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 

파악하기 힘들거나 돌봄노동만을 하더라도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 

검증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를 검증한 국외 논문들은 대체로 . 

남편의 돌봄참여에 남편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하게 작용하며,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돌봄뿐만 아니라 본인 돌봄 참여에도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 , 

나타나는지 부부 성역할태도가 돌봄 분담에 인과 또는 상관적 영향이 , 



나오지 않는다면 조절효과로써 기능하기 때문은 아닌지 한국의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를 검정함으로써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를 가사노동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 .

연구문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1.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 1-1] 

시간과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연구가설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는 데 [ 1-2]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가사노동 [ 1-3] 

시간과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연구가설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는 데 [ 1-4]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2.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남편의 돌봄노동 [ 2-1] 

시간과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연구가설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에 참여하는 데 [ 2-2]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돌봄노동 [ 2-3] 

시간과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연구가설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에 참여하는 데 [ 2-4]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연구모형< 1> 



제 장 연구방법4 

제 절 분석자료1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 ’ 

년도 원자료 차 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하루 2014 (4 ) .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방식과 질을 24

파악 관련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학문 연구활동을 위한 , ,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인이 시간동안 한 행동을 , 24

분 간격으로 시간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된 자료다 통계청10 ( , 

조사 시점에 한국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 10

하였고 조사규모는 약 명 내외의 가구를 선정하여 27,000 12,000

실시하는데 이는 약 개의 조사구 당 가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 800 15

선발된 가구와 가구원들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 

돌봄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생활시간조사는 가구 , 

단위 내의 개인별로 하루 시간을 시장노동시간과 가사24 , 

돌봄노동시간을 포함하여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일지 형식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또한 부부 . , 

각각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가구 내에서 부부간 ‘ ’ , 

가사와 돌봄을 각각 얼만큼 행하고 있는지 상대적인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선 부부 각자가 가사와 돌봄을 하는 시간과 그 자료를 부부간에 

매칭이 가능해야 하는데 생활시간조사는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기 , 

때문에 가구 내 부부가 각각 얼마나 가사와 돌봄을 했고 따라서 , , 

부부간의 그 비중과 격차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가구 내 개인별 . , 



성역할태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정도와 월평균 소득 , 

수준 자녀 유무 등의 개인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어 각 요인 , 

별 부부간 차이도 알 수 있고 통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본 연구에 , 

필요한 변수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이상 세 미만의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20 60

하였다 맞벌이로 한정하지는 않는데 맞벌이 부부라는 것 자체가 이미 . , 

젠더 간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것에서는 약간이라도 벗어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부부 성역할태도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 

대한 연구에서 여성이 취업 한 경우 부부 모두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 

가진 경우가 많았음은 이미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이미숙( , 2000). 

물론 맞벌이 부부는 시장노동과 가구 내 노동을 모두 해내야 하는 ,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가사와 돌봄의 분담에 있어 좀 더 민감하고 

따라서 그들의 분담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 주은선 지민웅 외( , 2014; , 2014) 하지만 본 . 

논문에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성역할태도의 더 넓은 스펙트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부의 가사노동 , 

분담 형태의 더 넓은 스펙트럼을 위해 기혼부부로 분석 대상을 

정하였다 대신 홑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는 시간사용에 있어 꽤 다른 . , 

양상을 띠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에 김수정 외( , 2007) 맞벌이 여부 ,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맞벌이와 비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부부간 가사분담 형태를 주요하게 보기 . , 

때문에 남편과 아내 정보가 모두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분담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평일과 주말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다 시간사용에 있어 평일과 주말은 구조적인 차이가 . 

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실시하여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효과를 , 

검정하는 것이 낫다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소영( , 2016; 

김진욱 외 배호중 송유진, 2017; , 2015; , 2011) 따라서 본 . , 

연구에서도 평일과 주말의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평일 부부 주말 부부로3758 , 3179 , 

각각 총 명 명이다 생활시간조사 자체가 각 가구당 7516 , 6358 . 

일주일에 번 실시하기 때문에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조사에 2 , , 

임한 경우도 있고 평일에 번 또는 주말에 번 임한 경우가 있다, 2 , 2 . 

따라서 어떤 가구는 평일과 주말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 

평일과 주말 각각 한 가구 당 한 번만 속하도록 임의 추출하였다ID .

제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2 

종속변수  1. 

본 연구는 부부 각자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시간과 비중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우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해서 . ,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이유는 가사와 돌봄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 또한 다르다는 것을 보인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사노동은 대체로 부부가 모두 .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부부가 가사노동을 회피하기 위해 , 

협상을 한다고 하는 반면 돌봄노동은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것으로 , 

인식하여 부부가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외 주은선 외(Hallberg , 2003; Sullivan, 2013; , 2014). 

실제로 가사노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가 둘 다 줄이는 경향이 있는 , 

반면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Bianchi, 2011; 

외 외 김소영Bianchi. , 2000; Gauthier , 2004; Sullivan, 2013; , 

송유진2016; , 2011) 특히 이들 연구는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가 많이 . , 

증가하였음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가사와 돌봄에 영향을 . ,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여성의 교육수준으로, 



아내의 높은 교육수준은 본인 가사 참여를 줄여 평등한 가사분담에 , 

기여함을 보인 연구결과가 많은 반면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아내가 , 

고학력일수록 본인 돌봄을 더욱 늘리는 작용을 함을 보인 연구가 

많았다 송유진 주은선 주은선 외(Sullivan, 2013; , 2011; , 2014; , 

2014) 또한 가사노동과는 달리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가 돌봄노동에 . , , 

미치는 영향은 약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또한 존재하였다 주은선 외( ,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별하여 성역할태도와 통제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

또한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참여를 보는 데 있어,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특정 노동에 사용한 시간 양 과 부부 전체의 ‘ ’

기여 중 본인이 한 비중 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가사와 돌봄에 ‘ ’ . 

참여한 시간 양 은 사회적 지위나 가구 구조에 따라 너무 편차가 ‘ ’

크기 때문이다(Greenstein, 1996b) 예를 들어 소득 상위 계층은 . , 

가사와 돌봄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위 . 

계층은 가사와 돌봄을 그들 스스로 다 해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 

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절대적 가사노동 Greenstein(1996b)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 

가사노동의 비중 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 . , 

는 가사노동 비중만을 확인하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고 Presser(1994)

주장한다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시간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부부간의 . 

각자 몫 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부간 가사와 돌봄에 대한 차이를 ‘ ’

표준화 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 ’ . , 

연구에서는 가사와 돌봄에 대한 시간 과 비중 을 모두 ‘ ’ ‘ ’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비중의 변화까지 있는지 개인의 , , 

가사와 돌봄 참여 시간의 변화가 배우자의 몫을 분담하여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 형태까지 변화시키는지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담의 역동을 좀 

더 자세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시간생활의 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그 , , 3 , 

중 의무생활시간은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이동의 , , , 

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나뉜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4 . , 

가사노동은 의무생활시간 중 가정관리 로 분류된 행동을 모두 포함한 ‘ ’

것으로 변수를 구성한다 선행연구들은 간혹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 

제외시키거나 김수정 외( , 2007) 차량관리와 애완 동 식물 돌보기 , , 

항목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익현( , 2012) 하지만 쇼핑 뿐만 , 

아니라 차량관리나 애완 동식물 돌보는 행위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 

젠더에 따른 행동이 아니게 되었으며 가정 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 

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한다 돌봄노동은 , . 

의무생활시간 중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로 분류된 행동을 모두 ‘ ’

포함한 것으로 한다 돌봄에 있어 자녀 돌봄만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에 . ,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한 연구들 김진욱 외 송유진( , 2017; , 2011; 

주은선 외, 2014)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녀뿐만 아니라 돌봄이 , 

필요한 가구 내 구성원에게 누가 주로 돌봄을 제공하고 얼마나 , 

기여하는지 부부의 시간과 비중을 따져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 돌봄노동 시간과 비, , 

중의 총 가지 경우의 종속변수를 활용하며 평일과 주말을 따로 분석하8 , 

므로 총 가지 경우의 종속변수로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 16

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 본 연구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 범위 설정< 1>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대분류 중분류

가사노동 

시간
가정관리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 동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돌봄노동 

시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사는 만 세 미만 아이 돌보기10

함께 사는 만 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10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시장노동 

시간
일

주업

부업

농림어업 무급가족 일

농림어업 외 무급가족 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기타 일 관련 행동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2014)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는 부부 개인의 성역할태도이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구 내 개인들에게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말에 어떻게 , ‘ , ’

생각하는지를 점 척도로 묻고 있다 적극 찬성할 경우 점 적극 4 . 1 , 

반대할 경우 점을 부여한다 총 점 척도로 성역할태도가 4 . 4 , 

비전통적일수록 점에 가까워지며 전통적일수록 점에 가깝다 부부 4 , 1 . 

개인은 각자의 성역할태도의 항목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함께 

활용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성역할태도가 . ,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 

미치는 선형적 영향을 살펴본다 이 경우엔 남편과 아내 성역할태도가 . 

동시에 독립변수로 존재한다 하지만 부부 성역할태도 중 영향이 . ,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영향이 있지만 성역할태도끼리 

상호작용을 하여 단순 선형관계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까지 본 연구에서는 검증해보고자 하므로 두 ,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 성역할태도가 독립변수 배우자 성역할태도가 , 

조절변수가 되어 부부 성역할태도가 상호작용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기능하게 

된다.



통제변수  3. 

가사와 돌봄노동 분담은 본인이 처한 상황 및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히나 경제적 상황이나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 

따라 가사돌봄을 수행하고 배우자와 분담한다는 의견도 분명 존재하고, 

그것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러한 경제적 측면으로만 . , 

부부간 분담을 전체적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뿐만 . 

아니라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선호와 이데올로기가 , 

반영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즉 가사와 돌봄 분담은 여러가지 . 

요소가 혼재되어 작동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개인의 젠더 ,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뚜렷이 보기 위해선 경제적 상황적 요소를 ,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 효율적 관점으로 부부간 . , , 

가사돌봄 분담을 설명하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시간 가용성이론 검증에 

사용되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우선 상대적 자원 이론을 대변하는 변수로 남편과 아내 각각의 , 

소득과 교육수준을 사용한다 소득 변수는 남편과 아내 간의 상대적 . 

차이를 변수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 

절대적 소득 수준을 변수로 사용한다 부부간 가구 내 노동 협상에 있어 . 

상대적 소득은 실제 위협 지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절대적 , 

소득은 실제적 위협에 관한 지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Gupta,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소득을 변수로 하여 각 개인의  , 

소득 수준이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 즉 본인 소득이 , 

높을수록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의 가사 돌봄 참여가 줄어드는 , 

효과를 보고자 한다 소득변수는 없음 부터 만원 미만 만원 . ‘ ’ 50 ~500

이상까지 총 구간으로 나눈 것을 사용한다 교육수준 변수도 12 . 

교육을 안 받은 경우 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총 개의 구간으로 ‘ ’ , 8

나눈 것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생활시간조사 자체가 소득과 교육수준을 , 

개인들에게 절대적 수준으로 자세히 묻지 않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시간 가용성 이론을 대변하는 변수로는 남편과 아내의 

시장노동시간과 미취학 자녀 수를 사용한다 시장노동시간은 젠더와 , . 

상관없이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시장노동시간이 , 

짧을수록 본인의 가사와 돌봄 참여를 줄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부 , 

개인의 시장노동시간을 그대로 사용한다 시장노동시간의 구성은 .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있는 의무생활시간 카테고리 내의 일‘ ’ 

소분류 카테고리에 있는 행동의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위의 표 에 시장노동시간으로 사용하는 행동분류를 자세히 표기해 < 1>

놓았다 자녀 수 변수는 미취학 자녀 로 한정하는데 미취학 자녀는 . ‘ ’ , 

부부의 가구 내 노동 참여를 늘리지만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 (

딸 가구 내 노동을 도와 부부의 가구 내 노동 참여를 줄인다고 )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외South , 1994) 따라서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구 . , 

내 노동을 늘어나게 하고 이 늘어난 노동에 대해 부부 중 누가 ,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해 미취학 자녀의 수로 변수를 설정하여 ‘ ’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부부 개인의 연령과 맞벌이 , 

여부를 포함하고자 한다 연령은 남편 또는 아내의 가사와 돌봄 참여의 . 

종속변수에 맞게 본인의 연령을 포함하여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또한 맞벌이 여부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 . , 

분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기혼부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보기 위해 맞벌이 여부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닌 경우를 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1, 0 .



표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가사노동 시간 표 의 가사노동 시간 분< 1> ( )

돌봄노동 시간 표 의 돌봄노동 시간 분< 1> ( )

가사노동 비중
본인가사노동시간 배우자가사노동시간

본인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 비중
본인돌봄노동시간 배우자돌봄노동시간

본인돌봄노동시간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성역할태도

매우 전통적 1

전통적 2

비전통적 3

매우 비전통적 4

통제변수

상대적 

자원 

영향

소득

없음 1

만원 미만 50 2

만원 만원 미만 50 ~100 3

만원 만원 미만 100 ~150 4

만원 만원 미만 150 ~200 5

만원 만원 미만 200 ~250 6

만원 만원 미만 250 ~300 7

만원 만원 미만 300 ~350 8

만원 만원 미만 350 ~400 9

만원 만원 미만 400 ~450 10

만원 만원 미만 450 ~500 11

만원 이상 500 12



교육정도

안 받았음 0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 교 년제 미만( )(4 ) 4

대학교 년제 이상(4 ) 5

대학원 석사과정 6

대학원 박사과정 7

시간 

가용성 

영향

시장노동시간 표 의 시장노동 시간 분< 1> ( )

세 미만 10

자녀 수
세 미만 자녀 수10

인구사

회학적 

요인

연령 본인 만 나이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1

비 맞벌이 부부 0



제 절 분석방법3 

본 연구는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와 돌봄의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로 남편과 아내의 . , 

가사노동 시간 및 비중 돌봄노동 시간 및 비중을 사용한다 남편과 , . 

아내 각각의 가사와 돌봄 시간 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 , 

비중 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 ’ , 

가사 돌봄 시간 변화를 유도하였는지 그래서 가사돌봄 분담 형태까지 ,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 까지 보기 위함이다 만약 남편이 본인과 . , 

아내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을 늘렸지만 그 늘어난 , 

시간만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쳐 줄어들게 하였는지는 

정확한 측정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아내의 . ,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가사 시간이 늘어났기 , 

때문에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은 늘어났겠지만 아내 가사시간의 , , 

변화까지 유도하지 못했다면 그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종속변수들에 성역할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의 선호와 . 

이데올로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상황과 환경 역시 ,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부의 성역할태도 , 

효과의 유의성을 발견하기 위해선 부부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효과를 더 뚜렷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중회귀분석은 한 변수가 .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보기 위해 통제변수들을 함께 

회귀식에 포함함으로써 그 영향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사료된다 김태근( , 2006) 한편 가사노동에 . ,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토빗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도 (tobit) 

있는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인 경우가 많아 정규분포를 따르지 , 0 ,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빗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수 영향의 저평가를 . , 



막고자 이러한 분석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김진욱 외 배호중( , 2017; , 

2015) 하지만 이는 남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 , , 

가사노동 시간의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다른 방법으로 따로 분석하는 것은 비교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담 자체를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동시에 , 

반영되어 행위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부부의 , 

성역할태도가 동시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는 단순 . 

병렬적으로 영향을 확인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부의 성역할태도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 ,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와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배우자의 ,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본인 ,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배우자 성역할태도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 

상호작용항을 포함한다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 

독립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 

영향력이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김태근( , 2006) 이러한 . 

검정을 통해 부부 성역할태도가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단순히 병렬적인 해석보다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상호작용항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독립변수와 , , 

조절변수와 그 둘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포함함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 

측면에서는 상호작용항이 두 변수를 곱한 것을 또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 변수가 매우 높은 다중공선성을 띨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한다‘ (mean-centering)’ 외(Aiken , 1991). 

평균중심화는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 변수의 평균값을 뺀 것을 원 변수를 대신해 

사용하는 것이다 상호작용항 역시 새로 만든 변수들의 곱으로 . 

구성한다 각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는 행위 자체를 중심화 라고 . ‘ ’

일컫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여도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그대로 유지되기 , , 

때문에 상호작용항 효과를 그대로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이 가사와 

돌봄 분담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노동 . ,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주효과 검정에서 .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모두 독립변수로 기능하며 각 독립변수에 ,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단순 병렬적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 . 

과정을 모델 로 가정한다 그 다음으로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에 ‘ 1’ . , 

그 상호작용항까지 포함하여 부부 성역할태도가 함께 작용하는 ,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독립변수의 영향이 변화하는지 조절 , , 

효과까지 확인하는 상호작용효과 검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 . 

성역할태도가 독립변수로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조절변수로 기능하며, , 

따라서 본인 성역할태도가 가사에 미치는 영향이 배우자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지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모델 로 가정한다. ‘ 2’ . 

마지막으로 모델 과 모델 의 설명력의 변화량을 살펴봄으로써, 1 2 , 

조절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부부간 돌봄노동 . 

분담에 있어서는 주효과 검정을 모델 상호작용항 효과 검정을 ‘ 3’, 

모델 로 하여 검증한다‘ 4’ .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모형을 

사용하는데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과 후로 모델을 나누어 각각의 , , 

결정계수 에 대한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이 때 비교량은 의 . , 

변화량에 대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 각 모델의 F , 

값을 제시함으로써 판단할 것이다 경영연구를 위한 조절효과의 엄밀한 F . 



검증에 대해 연구한 양오석 의 논문에서는 의 단순 변화량만 (2013) , 

제시하는 것은 조절효과에 대한 최종 판단이 불가능한 처사이며, 

조절효과를 투입하기 전과 후 모두 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F-

모델이 적합한지를 밝혀야 구조적 불안전성이 제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양오석( , 2013) 따라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고 모델 보다 . , , 1

모델 의 변화량에 대한 값이 통계적으로 이 유의미하고 두 모형 모두 2 F ,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델이라면 값 유의 부부 성역할태도가 단순 (F ) 

독립변수들로써만 기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성역할태도 효과를 , 

조절 하는 가사분담의 핵심적 조절요인으로서 기능한다고 해석할 수 ‘ ’

있을 것이다. 



제 장 분석결과5 

제 절 기초통계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평일 만 세 기혼부부 쌍이다 즉( ) 20-60 3758 . , 

남편 명 아내 명으로 부부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3758 , 3758

경우만을 표집하여 부부간 데이터를 매칭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이를 표 에 제시하였다 본 , < 3> . 

연구는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고 남편과 아내의 특성 간 유의한 차이가 ,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정을 실시하였다t . 

우선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남편은 평균 분 정도를, 18 , 

아내는 약 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중으로 따지면 3.18 . 

남편은 부부의 평일 총 가사노동 시간에서 약 정도를 맡고 있고10% , 

나머지 를 아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부간 90% .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의 심한 차이는 국내 선행연구들도 모두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분담 격차는 매우 크다 통계청과 , .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일 가정 양립 지표 에서도 남편과 2015 ·「 」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약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3 , 

이러한 차이는 개 국가들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와 비교해 보았을 29

때 인도 터키 멕시코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 다음으로 한국 , , , , , , 

순으로 격차가 매우 큰 편에 속하며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 , 

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 외29 ( , 2015).



종속변수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시간과 비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 , ·최댓값, 

왜도와 첨도를 표 에 제시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 4> . 최솟값은 

분0 , 최댓값은 분이었고 중위수가 분으로 가사노동을 하나도 하지  720 , 0 , 

않는 경우의 남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왜도와 첨도가 . 

양의 값으로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를 중위수와 함께 생각해보면 , 

가사노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의 남편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분 0 0

무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심하게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 

가사노동시간은 최솟값은 분 0 , 최댓값이 분으로 이는 남편  780 , 

가사노동 시간의 최댓값보다 약 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는  1 . 

분으로 하루 평균 약 시간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아내가 가장 180 , 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처럼 왜도와 첨도의 수치가 그리 . 

높지 않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높이 , , 

또한 정규분포와 매우 가까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사노동 비중 . 

역시 비슷한 결과였는데 남편의 경우 중위수가 으로 가사노동을 , 0

하나도 하지 않는 남편이 가장 많았고 아내의 중위수는 로, 1 , 

가사노동을 전담해서 혼자 다 하는 아내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왜도와 . 

첨도는 남편의 경우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정규분포에 약간 가까워졌고, 

아내는 왜도가 마이너스 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남편보다 (-) ,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아내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평일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은 약 분 아내는 약 분으로14 , 78 , 

아내가 남편보다 약 배 정도 평일 돌봄노동에 더 많이 시간을 5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으로 따지면 남편은 약 아내는 약 . , 8%, 

의 돌봄노동을 평일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의 52% . 

비중은 남편과 아내를 더하였을 때 보다 많이 모자람을 볼 수 있는데1 , 

아내와 남편 모두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 내외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있어도 돌봄노동을 대신해줄 수 있는 가구원이 있거나 재화나 , , 



서비스를 구입하였기 때문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은 . 

가사노동보다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 

돌봄노동에 있어 특히 자녀돌봄 남편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 )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혼부부의 돌봄노동의 경향을 분석한 . 

논문들은 과거에 비해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소영 김진욱 외 송유진( , 2016; , 2017; , 2011; 

주은선 외, 2014) 특히 김진욱 외 의 논문은 과거에 비해 남편 . , (2017)

본인의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커졌고 이는 본인의 가사와 돌봄 참여를 , 

늘리는 데 유의하게 기여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같은 ,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기초통계 값을 제시한 

표 에 따르면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은 중위수가 분으로 돌봄노동을 < 4> , 0

아예 하지 않는 남편이 가장 많았고, 최댓값은 분으로 약 시간을  500 8

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가사노동만큼은 .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것으로 , 

나타나 역시 돌봄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우뚝 , 

솟아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은 중위수가 . 

분으로 하루 평균 분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아내의 경우가 가장 20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솟값은 분 0 , 최댓값은 분으로  760

가사노동만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 

각각 와 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정규분포에 가까운 1.9 3.58

편이라 할 수 있다 돌봄노동 비중 역시 돌봄노동시간과 거의 비슷한 . 

결과였지만 남편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많이 낮아져 정규분포와 

가까워졌고 아내의 왜도와 첨도는 둘 다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0 , 

가사노동비중처럼 오른쪽으로 치우쳐 남편보다 더 많은 돌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첨도는 정규분포보다도 덜 뾰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역할태도는 총 점 척도로 점이 매우 전통적 점이 매우 4 , 1 , 4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나타내며 본 분석대상들의 평균을 살펴본 . 



결과 남편이 점 아내가 점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유의하게 , 2.54 , 2.9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좀 더 . ,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다 심지어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 , 

한 연구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같은 결과이며, , 

년대에 측정된 1990 남녀 간 성역할태도 점수의 차이는 년대 2010

초반까지 같은 결과로 유지되고 있었다 외 외(Aldous , 1998; Bianchi. , 

2000; Bulanda, 2004; Evertsson, 2014; Greenstein, 1996b; 

기은광 외 김진욱 은기수Presser, 1994; , 2003; , 2008; , 2009; 

이창순, 2014).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가 가사 분담에 

미치는 영향을 본 외 의 연구에서는 격차의 크기는 Aassave (2017)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도 분석 대상인 국가 모두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 9

남성보다 비전통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외(Aassve , 2014) 물론 이 . ,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지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남성보다 평등한 데에 있어서는 여성의 평등한 , 

가구 내 노동 분담과 노동시장 진출에의 바람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 중 월평균 소득은 남성이 여성의 약 배정도 더 크게 2

나타났는데 남편은 평균적으로 만원에서 만원 미만의 구간을, 250 300 , 

아내는 만원에서 50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차이는 맞벌이부부 뿐만 아니라 홑벌이 부부까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교육정도는 .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부부 모두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대학 교 년제 미만 을 , ~ ( )(4 )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노동시간은 월평균소득 변수와 . 

비슷하게 남편이 아내의 약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 , 

남편은 평균 시간 아내는 시간을 노동시장에 사용하였다7.13 , 3.52 . 

이러한 큰 격차 역시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홑벌이 부부까지 

포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기혼 부부는 평균적으로 . 



명의 미취학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쌍의 부부 0.37 , 3758

중 쌍의 부부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의 1020 . 27%

부부가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연령 평균은 남편과 아내 . 

간 약 살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 . 

기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약 로 전체 기혼 부부 형태 중 56% , 

맞벌이 부부의 형태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상관, , 

계수를 보인 변수의 경우가 아내의 시장노동시간과 맞벌이 여부 변수간 

관계였는데 수준에서 의 값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다중공선, p<.01 .759 . 

성을 의심해야 하는 수준인 보다는 작기 때문에.80 김태근( , 2006) 이  

변수들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주말 기혼부부의 특성은 부록의 표 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은 기혼부부 < 1> . 3179

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사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평일에 비. 

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편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아내는 약 , 2 , 

분 정도 약 증가하였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남편이 가사에 더 적극적으로 20 , 10% .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돌봄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남편만 증가

하였는데 주말 남편의 돌봄시간은 약 분으로 평일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하였다, 30 2 . 

하지만 아내는 분으로 평일에 비해 약 분 정도 줄어들었다 주말에는 평균적인 61 20 . 

부부간 돌봄 격차가 줄어듦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 , 

주말은 부부의 가사와 돌봄 모두 평일에 비해 부부간 격차가 많이 줄었다 남편은 . 

주말에 가사와 돌봄을 약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내는 가사는 15% , 

돌봄은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사에 있어서 부부간 84%, 40% .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인 성역할태도 과 통제변인들의 수준은 평. ( )

일과 거의 비슷했는데 시장노동시간만 평일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 .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표 연구 대상자 특성< 3> 

평일

남편

표준화 편차( )

아내 

표준화 편차( )
차이검정

종속변수

가사노동 시간 분( )
18.25 

(44.23)

190.91

(113.30)
-87.028 ***

돌봄노동 시간 분( )
13.83 

(36.26)

78.30 

(118.39)
-31.919 ***

배우자 대비 

가사노동 비중

.09 

(.18)

.90 

(.20)
-135.822 ***

배우자 대비 

돌봄노동 비중

.08 

(.20)

.52 

(.46)
-52.084 ***

독립변수

성역할태도
2.54 

(.81)

2.96 

(.82)
-22.453 ***

통제변수

월평균 소득
7.68 

(2.66)

3.17 

(2.48)
75.874 ***

교육정도
3.91 

(1.23)

3.66 

(1.15)
9.025 ***

시장노동 시간 분( )
421.87 

(175.85)

208.09 

(217.94)
46.796 ***

미취학 가구원 수 .37 (.67) -

만나이
45.47 

(8.55)

42.77 

(8.39)
13.826 ***

맞벌이 여부 .56 (.50) -

명N( ) 3758 3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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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평일< 4> ( )

제 절 가설검증2 

본 연구는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지 즉 부부가 각자의 ,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과 , 

행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부부의 . ,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부부 각자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국외의 . 

몇몇 논문은 부부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분배도 하지만 본인들의 , 

성역할태도에 대체로 일치하게 배우자와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검증하였다 외(Bianchi. , 2000; Evertsson, 2014; Presser, 1994). 

하지만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고 김진욱 은기수 이창순 허수연( , 2008; , 2009; , 2014; , 2008) 특히 ,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가사노동

시간 분( )

남편 18.25 .00 44.23 .00 720.00 6.08 59.35

아내 190.91 180.00 113.30 .00 780.00 .70 .61

가사노동

비중

남편 .09 .00 .18 .00 1.00 2.62 7.57

아내 .90 1.00 .20 .00 1.00 -2.67 7.44

돌봄노동

시간 분( )

남편 13.83 .00 36.26 .00 500.00 4.54 31.30

아내 78.31 20.00 118.39 .00 760.00 1.90 3.58

돌봄노동

비중

남편 .08 .00 .20 .00 1.00 3.02 9.22

아내 .52 .70 .46 .00 1.00 -.15 -1.86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가사와 돌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역할태도 영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함께 작용하는 데 있어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단순 

선형관계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 또한 검증해보고자 , 

하였다 즉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 , 

데 있어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 

이 조절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자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두 번째로 , 

부부 중 본인의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배우자의 성역할태도를 , 

조절변수로 하여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본인의 ,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배우자 성역할태도에 조절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 

결정계수 변화량에 대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각 모델은 F ,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델인지 검정 살펴봄으로써 본인 (F-value ) , 

성역할태도가 가사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배우자의 ,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조절효과로써 기능하는지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 

과정을 돌봄노동에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돌봄노동의 부부의 분담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에 돌봄을 포함하여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보는 경우가 많고 돌봄노동으로만 한정하여 ,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더라도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보는 연구는 , 

많지 않다 부부간 돌봄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 

효과를 검정한 국외 논문들은 대체로 남편의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데 남편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본인의 돌봄 참여를 , 

유의하게 높이는 반면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돌봄 참여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외(Aldous , 1998; Bulanda, 

2004)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 



남편의 돌봄뿐만 아니라 아내의 돌봄 참여에도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부부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 

상호작용의 효과도 작용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 

돌봄노동에 있어서도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성역할태도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 모형들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 

불편성 와 효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unbiasedness) (efficiency) 

여러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 , , 

회귀분석에서 변수들의 값을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확인하였는데 모든 값이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 VIF 3.4 , 

두드러진 선형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통 값이 . , VIF 10 

이상이면 변수들 간의 높은 선형관계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김태근( , 

2006) 또한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데 있어. , ,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 방법을 사용하여 , 

이를 예방하였고 따라서 이 변수들에 대한 값 역시 보다 매우 , VIF 3.4 

작아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기상관성 .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마다 검정을 , Durbin-Watson 

실시하였는데 그 값이 약 와 사이로 나타나 의 임계치와 , 1.4 2.5 , d

비교했을 때 자기상관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정계수를 과대 , , 

추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변수 값들의 오차들이 . , 

등분산을 띄고 있는지 산점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완벽한 등분산은 , 

아니지만 대체로 고르게 오차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오차의 정규성 가정에 있어서는 을 그려 확인해본 결과p-p plot , 

아내의 가사시간과 비중은 직선에 가깝게 나왔지만 남편의 경우는 , 

직선과 약간 떨어진 형태였다 남편과 아내의 돌봄 역시 직선과 약간 .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 , , 

큰 경우 비정규성이 보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 

판단하였다.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한국 기혼부부 가사노동 분담에 미치는   1. 

영향

이 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문제 로 부부의 1 ,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본인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 1-1] 

시간과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연구가설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는 데 [ 1-2]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가사노동 [ 1-3] 

시간과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연구가설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는 데 [ 1-4]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주효과 모형과 상호작용 효과 모형을 , 

동시에 사용하여 검증하는데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1) 

평일 남편의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우선 주효과를 검증한 모델 과 를 < 5> . , (1-1) (1-2)

보면 수정 결정계수 가 각각 으로 남편 가사노동 , (adj. ) .182, .203 ,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설명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값은 두 경우 모두 수준에서 유의한 F p<.001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주효과 모형 (Model 1)

          

독립변수( )  남편 성역할태도 = 

            아내 성역할태도 = 

상호작용효과 모형 (Model 2)

            

독립변수( )  본인 성역할태도 = 

조절변수( )  배우자 성역할태도 = 

종속변수( )  가사노동 시간 비중 = & 

 남편 월평균 소득 = 

 아내 월평균 소득 = 

 남편 교육수준 = 

 아내 교육수준 = 

 남편 시장노동시간 = 

 아내 시장노동시간 = 

 미취학 자녀수 = 

 본인 만나이 = 

 맞벌이 여부 = 



것으로 나타나 주효과를 보는 두 모형이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단순히 독립변수로 기능하는지 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부부 성역할태도 중 남편의 것만 유의한 것으로 , 

나타났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본인의 (p<.001).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이다 이는 . 

연구가설 을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결과로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 1-1] , 

본인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늘리는 역할을 했고 아내의 , 

성역할태도는 남편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남편 .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단순 , 

회귀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아내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 . 

결과는 모델 과 에 제시되어 있는데 남편의 가사노동 (2-1) (2-2) , 

비중에 남편 본인의 성역할태도의 영향에 아내 성역할태도가 조절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p<.10).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 와 같다 전통적  < 2> . 

성역할태도를 가진 아내와 결혼한 남편보다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 

가진 아내와 결혼한 남편의 그래프 기울기가 좀 더 커서 비전통적인 , 

성역할태도의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좀 더 자신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 가사노동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부부 모두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경우의 남편이 가장 많은 

가사노동 비중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를 . [ 1-2]

검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 ,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본인 ,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 비중을 택하여 행하는 데 있어 조절하는 

효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설명력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 

주효과 검정 모델의 수정 결정계수 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adj. ) ,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변화량은 수준에 유의한 것으로 , p<.10 



나타났고 값 역시 유의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 F

나타났다 따라서 조절효과에 의한 설명력은 약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 

확인되었다.

통제변인 중 상대적 자원이론을 설명하는 변수로 남편과 아내의 , 

월평균소득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 소득이 , 

높아짐에 따라 본인 가사시간과 비중은 낮아지고 아내의 소득이 , 

높아지면 남편의 가사 시간과 비중은 높아졌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 

일치하는 결과로 외(Baxter, 1997; Bianchi. , 2000; Presser, 1994), 

상대적 자원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젠더와 상관없이. , 

본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 가사 참여를 줄이고 상대방의 소득이 , 

높아질수록 본인의 가사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정도 변수는 남편의 것만 약하게 본인 가사노동 비중 에 영향을 ‘ ’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p<.10), 

가사노동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다수의 .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남편의 교육수준은 상대적 자원으로써 , 

기능하기 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이 평등한 성역할태도와 상관이 있을 수 , 

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외(Bianchi. , 2000; 

외Coverman, 1985; Evertsson , 2004; Fuwa, 2004; Presser, 

외1994; South , 1994) 하지만 아내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는 남편과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은 , 

남편의 가사 참여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 본인의 시장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이 , 

길어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은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와 상관없이 가용할 시간이 많은 사람이 가사에 좀 .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시간 가용성 이론을 잘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 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에만 약하게 . ‘ ’

유의했는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이 약간 (p<.1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 

것으로 보아 미취학 자녀 변수로 인해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이 높아진 , 

것은 미취학 자녀로 인해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가 낮아진 것 대신 (

아내의 돌봄노동 참여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인 것으로 ) 

유추해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만나이도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 에만 유의하였‘ ’

는데 만나이가 적을수록 본인 가사노동 비중이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평등한 성역할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다, 

외 김진욱 김진욱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1994; , 2008; , 

배호중 은기수2017; , 2015; , 2009) 하지만 가사노동 시간에는 유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가설의 설명력이 약간 떨어진다 한편 이창순. , 

과 와 의 논문에서는 남성의 나이와 본인의 (2014) South Spitze(1994)

가사노동 시간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 

이러한 선행연구와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나이를 세로 20-60

한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순 과 . (2014)

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나이를 한정하지 않았South&Spitze(1994)

기 때문이다 맞벌이 여부 변수의 계수는 음수로 맞벌이일수록 본인 가. , 

사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 

기혼부부보다 맞벌이부부의 남편의 참여가 더 줄어듦을 보여주는 결과

로 전체 기혼부부와 비교했을  맞벌이부부에서 더 불평등한 가사노동 ,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

2) 주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검정한 결과는 부록의 표 에 제< 2>

시되어 있다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있어서는 평일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남편 본인. . 

의 성역할태도만 유의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 비중을 , 

선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 조절하는 효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통제변인에 . 

대해서는 평일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소득의 영향이 , 

매우 작아졌다 이는 주말에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예. 

상되며 노동시장과 관련된 변수인 맞벌이 여부 역시 영향이 작아짐을 볼 수 있다, . 

맞벌이 여부는 평일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비중까지 유의하게 줄이는 , 



표 남편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5>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말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만 약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평, . 

일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맞벌이 부부는 한국의 평균 기혼부부들보다 더 불평등한 

가사분담을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남편은 맞벌이일수록 평일과 주말 모두 가, 

사노동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노동시간에 있어서는 평일과 다름없이 . 

주말에도 시간 가용성에 따른 분담 경향이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 가사노동 시간 남편 가사노동 비중

Model(1-1) Model(2-1) Model(1-2) Model(2-2)



(S.E)



(S.E)



(S.E)



(S.E)

독립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3.889

(.852)
***

3.782

(.855)
***

.018

(.003)
***

.017

(.003)
***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1.404

(.280)
***

-1.409

(.280)
***

-.004

(.001)
***

-.004

(.001)
***

아내 

월평균소득

.838

(.358)
*

.823

(.359)
*

.007

(.001)
***

.007

(.001)
***

남편 

교육정도

1.134

(.736)

1.150

(.736)

.005

(.003)
+

.005

(.003)
+

아내 

교육정도

-.791

(.817)

-.823

(.817)

-.002

(.003)

-.003

(.003)

남편 

시장노동시간

-.097

(.004)
***

-.097

(.004)
***

.000

(.000)
***

.000

(.000)
***

아내 

시장노동시간

.020

(.005)
***

.020

(.005)
***

.000

(.000)
***

.000

(.000)
***

미취학 

자녀수

.898

(1.18)

.876

(1.18)

.009

(.005)
+

.009

(.005)
+

만나이
-.079

(.100)

-.083

(.100)

-.001

(.000)
*

-.001

(.000)
**

맞벌이 여부
-8.892

(2.11)
***

-8.718

(2.12)
***

-.043

(.008)
***

-.042

(.008)
***

조절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934

(.846)

-.824

(.849)

-.001

(.003)

.000

(.003)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1.404

(.939)

.007

(.004)
+

상수항
69.710

(6.51)
***

69.758

(6.51)
***

.250

(.026)
***

.250

(.026)
***

 .185 .185 .205 .206

 Adj.  .182 .182 .203 .203 +

F 77.123 *** 70.906 *** 87.862 *** 80.843 ***

N 3758 3758 3758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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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남편 성역할태도와 본인 가사노동 비중의 관계에 대한 < 2> 

아내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2) 

평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 효과를 본 결과는 아래의 표 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6> . , 

부부 성역할태도의 주효과를 검증한 모델 과 를 보면 수정 (1-3) (1-4) , 

결정계수 가 각각 과 로 각 모델은 종속변수를 약 (adj.) .446 .201 , 4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 역시 수준에서 20% . F P<.001 

유의함으로써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

독립 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본인 ,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에 부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남편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은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 



가질수록 본인 가사 시간과 비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게 되나,  

아내의 가사노동 절대적인 시간 양을 줄이지는 못하고 아내의 가사 , 

비중을 약간 줄이는 데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이는 연구가설 을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3] .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지만 아내 가사노동 비중에 있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노동에 유의한 ,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배우자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때문임을 가정 따라서 부부 성역할태도의 ,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함께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항은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모두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 , 

가사노동을 행하는 데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그래프는 아래 그림 과 . < 3>

그림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과 그림 를 보면 비전통적 < 4> . < 3> < 4> ,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본인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본인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약하게 나마 줄여 부부간 평등한 

가사분담에 좀 더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 ,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본인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본인이 더 ,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비중 역시 남편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본인 , 

가사시간을 줄여 남편과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정 반대되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뿐만 , 

아니라 국내 몇몇 논문 역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소영 김진욱 은기수( , 2016; , 2008; , 2009) 이 논문들 역시 본 . 

연구처럼 유의하진 않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에 정 적 (+)



영향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2 . , 

한국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특히 전통적 남성과 결혼한 여성일수록 

본인 가사노동에 본인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해볼 수 있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 

남편이 가사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는 본인의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많은 양의 가사를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오히려 . 

부부간 성역할태도의 차이로 인해 가사와 돌봄에 대한 분담 차이가 , 

극대화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역인과관계에 대한 . 

가능성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매우 불공평한 . 

부부간 가사분담으로 인해 큰 불만을 느끼게 되어 본인의 성역할태도를 

좀 더 평등한 쪽으로 수정하게 된 경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경우 . 

모두 여성들은 본인의 가치나 선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어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 

불만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인과 관계 가능성에 . 

대한 검증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자세히 ,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이를 종합하면 연구가설 는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 [ 1-4] .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영향에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의 설명력을 검증하면 모델 과 는 , , (2-3) (2-4)

값이 유의하여 모형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각각 수정된 결정계수F , (adj. 

가 과 로 나타났다 이를 과 와 비교하였을 ) 0.447 0.202 . (1-3) (1-4)

때 설명력이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약한 수준이긴 , 0.001 , 

하나 각각  변화량이 수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 p<.10 , p<.05 

나타나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통제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는 , 

월평균소득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것 모두 시간과 비중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이 늘어날수록 배우자 소득이 . , 



줄어들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참여는 유의하게 줄어듦으로써 남편의 , 

가사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자원이론을 뒷받침하는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는 남편 가사노동 비중에 미치는 . 

영향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에도 남편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남편의 교육수준이 본인의 가사노동 비중은 유의하게 , 

늘리고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은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 

보아 남편의 교육수준은 부부간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교육수준은 남편의 가사노동에는 유의한 . , 

영향이 없었던 반면 아내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에만 유의한 영향이 ,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p<.01).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아내의 .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을 도와줄 재화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줄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 

있는데 왜냐하면 아내 교육수준은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에도 유의한 영향이 ,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내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줄어든 가사노동 . 

시간은 남편의 도움에 의해 대체된 것이 아니라 제 의 도움에 의한 , 3

것이며 이 도움으로 인해 남편의 가사 참여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결국 , 

부부간 가사의 비중은 그대로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는 변수 중 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 모두 시간과 비중에 유의하게 나타나(p<.001),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배우자 시장노동시간이 , 

짧을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시간 , 

가용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취학 . 

자녀수는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줄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도움에 의한 (p<.001), 감소라기보다는,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노동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가구 내 노동에 ,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영향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내의 가사노동 비중과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는 미취학 

자녀 수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취학 . 자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을 약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아내의 경우를 , 

함께 고려하였을 때 아내가 줄인 가사노동 시간으로 비롯된 상대적인 , 

효과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남편 비중이 늘어나는 수준 역시 높지 . 

않았다.

아내의 만 나이는 본인의 가사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간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을 하는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배우자와 평등한 가사분, 

담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 

과를 보인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외(Brines, 1993; Evertsson , 2004; 

외 김수정 외 손문금South , 1994; , 2007; , 2005) 맞벌이 여부는 아. 

내의 가사노동 비중에 정 적으로 유의했는데 앞서 맞벌이 여부가 남(+) , 

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줄인 것과 함께 고려해보면 맞, 

벌이 부부가 가사분담을 전체 기혼부부보다 평균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는 부부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 

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

3) 주말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부록의 표 에 제< 3>

시되어 있다 성역할태도의 효과는 평일에 비해 약간 영향이 작아져 상호작용항은 . , 

아내 가사 비중에만 유의하였다 주말에도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비중. 

을 선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 남편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통제변수 요인 중 월평균 소득의 영향이 평일에 비해 많이 약해졌고 나머지 변수들, 

은 평일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아내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6> 

아내 가사노동 시간 아내 가사노동 비중

Model(1-3) Model(2-3) Model(1-4) Model(2-4)



(S.E)



(S.E)



(S.E)



(S.E)

독립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777

(1.78)

.477

(1.79)

.004

(.004)

.003

(.004)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1.589

(.589)
**

1.605

(.589)
**

.004

(.001)
**

.004

(.001)
**

아내 

월평균소득

-3.674

(.756)
***

-3.634

(.756)
***

-.011

(.002)
***

-.011

(.002)
***

남편 

교육정도

.937

(1.55)

.891

(1.55)

-.007

(.003)
*

-.007

(.003)
*

아내 

교육정도

-4.517

(1.72)
**

-4.429

(1.72)
**

.002

(.004)

.002

(.004)

남편 

시장노동시간

.044

(.008)
***

.044

(.008)
***

.000

(.000)
***

.000

(.000)
***

아내 

시장노동시간

-.327

(.010)
***

-.326

(.010)
***

.000

(.000)
***

.000

(.000)
***

미취학 

자녀수

-10.21

(2.48)
***

-10.14

9

(2.48)

***
-.006

(.005)

-.006

(.005)

만나이
1.094

(.213)
***

1.104

(.213)
***

.002

(.000)
***

.002

(.000)
***

맞벌이 여부
2.185

(4.45)

1.711

(4.46)

.066

(.009)
***

.065

(.009)
***

조절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2.617

(1.80)

-2.324

(1.80)

-.017

(.004)
***

-.016

(.004)
***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3.853

(1.98)
+

-.009

(.004)
*

상수항
208.59

(13.2)
***

208.519

(13.2)
***

.746

(.028)
***

.746

(.028)
***

 .448 .448 .203 .204

 Adj.  .446 .447 + .201 .202 *

F 276.121 *** 253.615 *** 86.843 *** 80.063 ***

N 3758 3758 3758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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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아내 성역할태도와 본인 가사노동 시간의 관계에 대한 남편 < 3>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그림 아내 성역할태도와 본인 가사노동 비중의 관계에 대한 남편 < 4>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한국 기혼부부 돌봄노동 분담에 미치는   2. 

영향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 를 확인한다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2 . 

아내 각각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부 , 

성역할태도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본인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배우자의 성역할태도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문제2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남편의 돌봄노동 [ 2-1] 

시간과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연구가설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에 참여하는 데 [ 2-2] 

있어 아내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부부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돌봄노동 [ 2-3] 

시간과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연구가설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에 참여하는 데 [ 2-4]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한 주효과 모형과 상호작용 효과 모형 설정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1) 

평일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에 

대한 주효과 검정과 상호작용항 검증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에 < 7>

정리되어 있다 우선 주효과를 검정한 모델 과 에 대한 . , (3-1) (3-2)

수정  값은 각각 과 .218 .107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에 의한 설명력  

돌봄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주효과 모형(Model 3)

          

독립변수( )  남편 성역할태도 = 

            아내 성역할태도 = 

상호작용 효과 모형(Model 4)

            

독립변수( )  본인 성역할태도 = 

조절변수( )  배우자 성역할태도 = 

종속변수( )  돌봄노동 시간 비중 = & 

 남편 월평균 소득 = 

 아내 월평균 소득 = 

 남편 교육수준 = 

 아내 교육수준 = 

 남편 시장노동시간 = 

 아내 시장노동시간 = 

 미취학 자녀수 = 

 본인 만나이 = 

 맞벌이 여부 =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비중보다 시간에 대한 . 

모형 설명력이 약 두 배 더 높았다 값은 두 모델 모두 . F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보장해주었다.

주효과 모형에서의 독립변인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성역할태도로, 

검증한 결과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본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p<.01). ,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평일에 본인이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비중도 유의하게 늘어나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을 부분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아내의 . [ 2-1] , 

성역할태도는 남편 돌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남편의 , 

비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돌봄노동의 부부간 평등한 방향으로의 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단순한 회귀분석으로 인해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영향을 조절하는 ,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 따라서 남편과 아내 성역할태도의 ,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 효과 모델은 과 . (4-1)

로 수정 의 값은 각각 로 나타났다 하지만(4-2) , .218, .107 . ,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또한 주효과 , 

모델 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했다 이는 상호작용항으로 (3-1), (3-2) . 

인해 증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즉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남편이 ,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 참여를 함에 있어 조절효과로써도 

작용하지 못함을 뜻한다. 따라서 남편의 돌봄 참여에 있어 

연구가설 은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2] .

통제변인 중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는 월평균소득의 영향은 남편 

본인 소득은 유의하지 않았고 배우자인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돌봄노동 , 

비중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소득이 (p<.001). 

많아질수록 남편의 돌봄노동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 

결과를 상대적 자원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아내 소득이 남편 돌봄노동 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의 늘어난 소득으로 인해 본인의 돌봄 시간을 높여 비중에 ,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아내가 늘어난 소득에 따라 본인 돌봄 참여를 ,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의 돌봄 참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교육수준 변수 역시 아내의 것만 약하게 .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10).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아내의 , 

교육수준은 아내 본인의 돌봄 참여 또한 높이기 때문에 남편의 돌봄 

시간을 늘리는 데 유의하여도 부부간 돌봄 분담 비중은 여전한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아내의 높은 교육수준은 본인의 돌봄 시간을 . 

유의하게 늘리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송유진 주은선 외(Sullivan, 2013; , 2011; , 2014).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는 변수 중 시장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남편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p<.001). 

돌봄에 참여하는 시간과 비중은 유의하게 줄었다 아내의 . 

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돌봄노동 비중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아내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남편의 돌봄노동 비중은 늘어났다 하지만 .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이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늘리지는 못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아내 시장노동시간에 의해 늘어난 남편의 돌봄노동 , 

비중은 아내가 본인 돌봄노동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간 가용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변수인 . 

미취학 자녀에 대한 효과는 자녀가 많을수록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과 , 

비중을 모두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p<.001). 

많아질수록 남편이 돌봄 참여를 늘리면서 아내와의 평등한 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변수로 인해 증가하는 . , 

돌봄 참여의 크기는 남편보다 아내에게 훨씬 더 큼으로써, 부모 됨이나 

자녀 변수는 오히려 부부의 가사와 돌봄의 분담을 더 불평등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외(Bianchi. , 2000; 

외Brines, 1993; Evertsson , 2004; Hook, 2006; Presser, 1994; 

외Shelton, 1992; South , 1994) 이후 검증할 아내의 돌봄 참여에 , 

미치는 미취학 자녀 변수의 영향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만 나이는 남편 본인 만나이가 많을수록 본인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선 두 ,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에 있어 . 

아내와 평등하게 분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 

돌봄이 많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들이 대체로 나이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이러한 결과가 . 

나타났을 수도 있다 맞벌이 여부 변수는 평일 남성의 돌봄 참여에 . 

유의한 영향이 없었는데 이는 전체 기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에서의 , 

남성의 돌봄 참여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4)

4) 주말 남편의 돌봄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부록의 표<

에 제시되어 있다 평일과 달리 부부 성역할태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상호4> . , , 

작용항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들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돌봄을 늘리는 것으로 . 

나타났지만 이러한 늘어남은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월평균 , . 

소득의 영향은 남편과 아내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의 결과들과는 달리, , 

아내 교육수준이 남편의 돌봄 참여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주말 돌봄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늘리는 것이다 고학력 아. 

내들은 본인 돌봄 참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남편의 돌봄 참여도 크게 독, 

려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남. , 

편의 주말 돌봄시간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 

보아 평일과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미취학 자녀로 인해 돌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 

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남편 돌봄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7> 

남편 돌봄노동 시간 남편 돌봄노동 비중

Model(3-1) Model(4-1) Model(3-2) Model(4-2)



(S.E)



(S.E)



(S.E)



(S.E)

독립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2.115

(2.07)
**

2.070

(.046)
**

.013

(.051)
**

.013

(.050)
**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066

(-.07)

-.069

(-.01)

-.002

(-.02)

-.002

(-.02)

아내 

월평균소득

.439

(.433)

.433

(.030)

.006

(.075)
***

.006

(.075)
***

남편 

교육정도

-.554

(-.55)

-.548

(-.02)

-.001

(-.01)

-.001

(-.01)

아내 

교육정도

1.094

(1.08)
+

1.080

(.034)
+

.006

(.034)

.006

(.033)

남편 

시장노동시간

-.047

(-.05)
***

-.047

(-.23)
***

.000

(-.20)
***

.000

(-.20)
***

아내 

시장노동시간

-.001

(-.00)

-.001

(-.01)

.000

(.083)
***

.000

(.083)
***

미취학 

자녀수

21.287

(21.3)
***

21.278

(.396)
***

.056

(.190)
***

.056

(.190)
***

만나이
-.271

(-.27)
***

-.272

(-.06)
***

-.002

(-.10)
***

-.002

(-.10)
***

맞벌이 여부
2.576

(2.65)

2.649

(.036)

.007

(.017)

.007

(.017)

조절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392

(-.35)

-.346

(-.01)

-.004

(-.02)

-.004

(-.02)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594

(.011)

.001

(.003)

상수항
33.990

(5.22)
***

34.010

(5.22)
***

.217

(.031)
***

.217

(.031)
***

 .220 .220 .110 .110

 Adj.  .218 .218 .107 .107

F 96.018 *** 88.059 *** 42.070 *** 38.558 ***

N 3758 3758 3758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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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영향2)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과 

그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과 같다 아내의 < 8> .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대한 주효과 모형은 각각 모델 과 (3-3)

로 수정  값은 과 이다 주효과 모형에 포함된 (3-4) , .577 .275 . 

변인들은 아내의 돌봄 비중보다 돌봄 시간을 약 두 배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값은 수준에서 유의하여. F p<.001 , 

모형의 적합성을 보장해주었다.

주효과 모형의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면 아내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모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나(+) ,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아내의 . , 

돌봄노동 비중에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남편 (-) (p<.01),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 돌봄노동의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듦으로써 평등한 돌봄 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남편의 돌봄 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와 

맞물리는 것인데 남편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본인의 , 

돌봄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아내의 돌봄노동 . , 

비중이 줄어든 것은 남편의 분담으로 인해 줄어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 [ 2-3]

있는데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 

남편의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부부간 돌봄 분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어 아내의 돌봄노동 비중을 유의하게 줄였기 때문이다, .

하지만 아내의 본인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나온 것은 

단순회귀에 의한 검정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 

의해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가 본인 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가정 따라서 부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을 , 

추가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아내의 돌봄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상호작용 . 



효과를 보는 모형은 각각 모델 과 로 수정 결정계수의 (4-3) (4-4) , 

값은 과 로 나타났다 이는 주효과 모형인 모델 과 .577 .275 . (3-3)

와 같은 값으로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설명력 증가 효과는 (3-4) ,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 

따라서 아내 돌봄노동에 있어 연구가설 은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 [ 2-4]

결론을 내렸다 아내 성역할태도는 본인 돌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 

없으며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돌봄을 참여하는 데 있어 남편의 ,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 또한 없었다.

상대적 자원이론 검증 변수 중 월평균소득은 남편과 아내의 것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우선 남편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아내의 . , 

돌봄노동 비중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p<.001). , 

남편의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아내의 돌봄 시간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본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돌봄 참여를 약간 ,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내의 돌봄 참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돌봄 . 

참여를 약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내의 소득은 본인의 .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돌봄 참여에 있어 아내의 월평균소득은 (p<.01). 

남편의 돌봄 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고 돌봄 비중을 약간 늘리는 , 

효과가 있었던 것을 함께 고려해보면 아내의 높아진 소득으로 돌봄을 , 

대체할 재화와 서비스 구입으로 인해 본인의 돌봄노동 참여를 덜었고, 

그 영향으로 남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는 결과라 하기 . 

어려운데 남편의 소득은 아내 돌봄노동 비중을 약간 늘렸지만 이는 , 

아내가 본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 돌봄을 줄인 상대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내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본인 돌봄 참여를 , , 

줄인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이는 남편에 의해 대체된 것이 아니라 ,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변수는 아내 본인의 교육수준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아내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시간을 늘리는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가사노동은 . , 

아내의 높은 교육수준이 남편과의 평등한 분담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돌봄에 있어서는 고학력 여성이 맞벌이 여부와 , 

상관없이 높은 돌봄 참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Bianchi, 2011; 

송유진 주은선 외Sullivan, 2013; , 2011; , 2014) 한편 아내 . , 

교육수준이 아내 본인의 돌봄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과, 

앞서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늘리는 영향이 있었던 것을 함께 

고려하면 아내의 교육수준 변수는 돌봄의 평등한 분담보다는 부부 , 

모두의 돌봄 참여 자체를 늘리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 가용성 변수 중 시장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것 모두 

유의하였고 그 방향 또한 이론을 잘 뒷받침하는 것으로 (p<.001), 

나타났다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짧고 배우자 시장노동시간이 길수록 . 

본인의 돌봄노동 참여를 늘리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수의 크기 또한 매우 컸다 앞서 (p<.001), . 

남편의 돌봄 시간과 비중에도 미취학 자녀 변수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아내의 계수와 비교해보면 아내의 계수가 남편보다 , , 

약 배정도 더 큼으로써 미취학 자녀는 부모의 돌봄 참여를 모두 4 , 

높이지만 어머니의 돌봄을 더욱 크게 늘림으로써 결국은 불평등한 , , 

가사분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외 외(Bianchi. , 2000; Brines, 1993; Evertsson , 2004; 

외Hook, 2006; Presser, 1994; Shelton, 1992; South , 1994).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아내 만 나이는 많을수록 평일 본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돌봄에 대한 양이 많아지고 자녀의 나이가 , 



어릴 때 어머니의 나이 역시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맞벌이여부는 아내 본인의 돌봄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 

남편의 돌봄 시간과 비중 아내의 돌봄 비중에 있어서는 맞벌이 여부 ,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음을 고려해보면 맞벌이일수록 남편에 의한 , 

도움보다는 돌봄을 대신할 재화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돌봄시간이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남편의 돌봄 참여도 ,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부간 돌봄노동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5)

5) 주말 아내의 돌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한 결과는 부록의 표 에 < 5>

제시되어 있다 평일과는 달리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본인 주말 돌봄노동 시간과 비. , 

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 

주말의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남편과의 . 

평등한 분담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과 정 반대되는 결과로 주말 아내의 , 

돌봄 시간은 본인의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없거나 역인과 관계로 의심되는 부분이, 

다 그 외의 통제 변인들의 영향은 평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아내 돌봄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8> 

아내 돌봄노동 시간 아내 돌봄노동 비중

Model(3-3) Model(4-3) Model(3-4) Model(4-4)



(S.E)



(S.E)



(S.E)



(S.E)

독립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2.213

(1.63)

2.279

(1.63)

.011

(.008)

.011

(.008)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880

(.538)

-.884

(.538)

.010

(.003)
***

.010

(.003)
***

아내 

월평균소득

-2.085

(.690)
**

-2.094

(.690)
**

-.009

(.004)
**

-.009

(.004)
**

남편 

교육정도

-.316

(1.41)

-.306

(1.41)

.009

(.007)

.009

(.007)

아내 

교육정도

6.158

(1.57)
***

6.139

(1.57)
***

.010

(.008)

.010

(.008)

남편 

시장노동시간

.027

(.008)
***

.027

(.008)
***

.000

(.000)
***

.000

(.000)
***

아내 

시장노동시간

-.110

(.009)
***

-.110

(.009)
***

.000

(.000)
***

.000

(.000)
***

미취학 

자녀수

91.865

(2.27)
***

91.852

(2.27)
***

.114

(.012)
***

.114

(.012)
***

만나이
-2.265

(.195)
***

-2.267

(.195)
***

-.014

(.001)
***

-.014

(.001)
***

맞벌이 여부
-15.50

(4.07)
***

-15.39

(4.07)
***

-.026

(.021)

-.025

(.021)

조절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2.394

(1.64)

-2.459

(1.64)

-.024

(.008)
**

-.024

(.008)
**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855

(1.81)

.009

(.009)

상수항
153.01

(12.0)
***

153.02

(12.0)
***

.956

(.062)
***

.956

(.062)
***

 .579 .579 .277 .277

 Adj.  .577 .577 .275 .275

F 467.496 *** 428.468 *** 130.389 *** 119.592 ***

N 3758 3758 3758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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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장 결론6 

제 절 연구결과 요약1 

본 연구는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 각각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부 각각의 성역할태도가 동시에 , 

작용하는 데 있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즉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 

본인이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성역할태도의 ,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문제 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1 . 

비전통적일수록 본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한편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 , 

가사노동 비중을 선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 조절 효과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 ,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에 참여하지만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 비중을 거의 

조절하지 못했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는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 

유의하였는데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 가사노동 , 

비중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 

효과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것일 뿐,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약하게나마 본인 가사노동 참여를 선택하여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에 대한 결론을 종합해보면 부부 성역할태도는 . 1 , 

남편과 아내의 가사 참여에 일부 선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조절효과로써 작용하거나, 

배우자의 조절효과로 인해 가려져 있었을 뿐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에 , 

부부 성역할태도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2 . 

남편일수록 평일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돌봄노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 

없었고 조절효과로써도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 , . , 

돌봄 참여에 있어서는 남편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의 

돌봄노동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돌봄에 대한 . 

조절효과도 검증해봤지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에 , . 2

대한 결론을 종합해보면 남편의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부부의 , 

평등한 돌봄 분담에 약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남편의 . 

참여와 상관없이 본인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돌봄에 많은 시간을 , 

투자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비전통적인 . , 

성역할태도는 아내의 돌봄 참여를 줄이고 남편 본인의 돌봄 참여를 

유의미하게 늘리지만 이러한 남편의 돌봄 참여의 효과는 크지 않아, , 

부부간 돌봄 분담 비중에만 약간 평등하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연구결과 요약< 9> 

남편 성역할태도 

영향

아내 성역할태도 

영향

배우자 

성역할태도에 

의한 조절효과 

남편 

가사노동 참여
○ X ○

아내 

가사노동 참여
○ X ○

남편 

돌봄노동 참여
○ X X

아내 

돌봄노동 참여
○ X X



제 절 논의2 

부부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이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1. 

돌봄 분담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통해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성역할태도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 , 

있어 남편 성역할태도는 비전통적일수록 본인 가사노동의 참여를 , 

높이고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남편 가사노동에 선형적 영향은 없었지만, , 

남편이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 비중을 선택하여 행하는 데 

있어 조절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 

결과로써 차성란(Greenstein, 1996b; , 1998) 특히 국내 연구로는 , 

유일하게 상호작용항 효과를 분석하였던 차성란 의 연구가 된지 (1996)

약 년 후인 년에도 같은 효과가 검증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18 2014

보였다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아내는 제외하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 

대해서만 주로 성역할태도 효과를 검증하였고 부부 성역할태도의 , 

상호작용 효과까지 확인하는 논문은 드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 

확인하였고 부부 성역할태도 상호작용 효과까지 검증 유의성을  , , 

확인하였다 아내의 가사참여에는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의 선형적 .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아내 , 

가사노동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을 . , 

포함하여 검증한 결과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효과는 남편 성역할태도의 , 

조절효과로 인해 가려져있었을 뿐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모두  ,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 ,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약하게나마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전혀 자신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사참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 

본인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면서도 한 , 

번 더 나아가 본인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 

배우자인 남편의 성역할태도 효과에 의해 조절되었기 때문임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남편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아내 . 

성역할태도가 본인 가사참여에 유의하지 않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본인 ,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를 조절할 수 없음을 본 연구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에 있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만 , 

남편 본인의 돌봄 참여와 아내의 돌봄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아내 성역할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항 효과도 ,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 성역할태도는 비전통일수록 본인 돌봄 시간과 . 

비중을 늘리고 아내의 돌봄 비중을 낮추어 평등한 돌봄 분담에 , ,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돌봄 참여와 . 

상관없이 본인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돌봄에 많은 시간을 기본적으로 ,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남편의 참여는 아내의 돌봄 시간이 , 

줄어들게 하진 못하고 전체 부부의 돌봄 시간 양 자체가 늘어나면서 , 

아내의 돌봄 비중만 약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남편의 분담으로도 아내 본인의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 

의해서도 줄어들지 않는 아내의 돌봄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의 시간사용을 연구한 국내 논문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취업모들은 본인의 노동시장에의 기여로 인해 돌봄을 , 

줄이기보다는 대신 본인의 필수생활시간 즉 수면이나 개인위생 등 , , 

개인유지 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줄이면서 돌봄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송유진 주은선(Bianchi, 2011; , 2011; , 2014; 



주은선 외, 2014) 본인 개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만큼 취업을 한 . , 

상태더라도 어머니들은 돌봄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게다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에 대한 .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 노혜진 송유진( , 2014; , 2011; 

주은선 외, 2014)들과 함께 고려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 

있어서는 어머니 본인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대체로 

생각하며 실제로 본인 개인 시간을 줄여가며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내의 학력은 본인의 돌봄뿐만 아니라 남편의 돌봄 참여까지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혔는데 이는 학력이 , 

높을수록 특히 아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시간투자의 중요성을 분명히 ( )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은 여전히 . 

가사노동보다도 훨씬 더 여성의 일 로 인식되고 실제로 그렇게 ‘ ’ , 

행해지고 있다는 점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는 , 

고학력 여성 집단에서조차 돌봄 참여가 여성에게 쏠려있다는 점은 돌봄 

영역은 여전히 여성의 몫 으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 ’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 부부 각자의 

성역할태도와 그 상호작용항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고 일부 영향력이 ,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가사와 돌봄 분담은 개인의 경제 사회적 . , 

요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성역할태도와 같은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 , 

역시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2.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 개인의 인식과 선호 

측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까지 영향을 ,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의 자원이나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 

같은 개인의 상황과 환경이 부부간 가사와 돌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부부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개인들의 상황과 환경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고 이러한 변수 , 

구성은 가사 분담을 설명하는 두 이론에 근거하였다 상대적 자원이론과 . 

시간 가용성 이론이 그것인데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는 변수로는 ,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소득과 교육수준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는 , 

변수로는 남편과 아내의 시장노동시간과 미취학 자녀수를 추가하였다. 

두 이론에 근거한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 , 

분담에 영향이 있다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도 추가하였는데 개인의 만 , 

나이와 맞벌이 여부가 그것이다. 

우선 상대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는 변수 중 월평균소득의 영향은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보다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유의하였다, .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의 ,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의 가사노동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가사노동에 있어 소득이 상대적 자원으로 . 

기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돌봄노동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은 ,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크지 않은데 남편의 소득은 본인 돌봄 , 

시간과 비중에 유의하지 않았고 아내의 돌봄 비중을 약간 늘리는 ,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남편의 돌봄 . 

비중을 약간 늘렸고 본인의 돌봄 참여에는 부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 (-)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내의 소득만 본인의 돌봄을 줄이는 데 . , 



유의한 영향이 있었지만 이는 남편의 분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아내 소득이 남편의 돌봄 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은 늘어난 소득으로 돌봄을 도울 .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움의 개입으로 인해 줄어든 아내의 돌봄 참여 덕분에 남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소득은 상대적 자원으로써 기능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상대적 자원이론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수인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이 그리 높진 않았다 남편 , . 

교육수준은 남편 본인의 가사 비중을 약간 늘리고 아내의 가사 비중을 , 

약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은 평등한 . , 

가사분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 , 

자원으로써 기능하기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이 평등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 

아내의 교육정도는 본인의 가사시간을 줄이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자원이론으로써 기능한 것 같지만 아내의 높은 , , 

교육수준으로 인해 줄어든 본인의 가사시간은 남편의 도움에 의해 

대체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가사 비중 수준은 변하지 , 

않았으므로 상대적 자원으로써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오히려 남편의 경우처럼 높은 교육수준이 평등한 성역할과 관련 있음을 ,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에 . , 

있어 상대적 자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평등한 분담에 기여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 더 적합해 보인다 돌봄노동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 

영향은 아내의 것만 유의하였는데 남편과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을 둘 , 

다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노동에 미치는 교육수준의 역할 , 

역시 상대적 자원으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아내의 교육수준은 부부의 , 

평등한 돌봄 분담보다는 단순히 부부의 돌봄 참여 자체를 늘리는 데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가용성 이론을 검증하는 변수인 시장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 참여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본인 시장노동시간이 

길고 배우자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본인의 가사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가용성 이론을 잘 뒷받침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 

있다 돌봄노동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경우 모두 본인 . 

시장노동시간이 길고 배우자 시장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본인의 돌봄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아내의 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 

돌봄 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아내 시장노동 참여로 인한 . , 

남편의 돌봄노동 참여 증가 효과보다는 아내 본인의 시장노동으로 인해 

본인 돌봄노동 참여를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의 돌봄 , 

비중 만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 . , 

돌봄노동에 있어 시장노동시간은 시간 가용성 이론을 설명하기는 하나, 

여성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줄어든 돌봄 참여가 

남편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취학 자녀수는 시간 가용성 이론에 따르면 부부의 가구 내 노동 

참여를 유의하게 늘리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미취학 . 

자녀가 존재할수록 그 수가 많아질수록 가구 내 노동의 양 자체가 , 

많아지고 많아진 가구 내 노동은 가용할 시간 이 많은 부부 중 , ‘ ’

누군가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지 . 

검증해본 결과 가사노동보다는 돌봄노동이 이러한 설명에 잘 부합하는 ,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취학 . , 자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비중을 약간 

유의하게 높이는 반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 

나타났다 미취학 . 자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을 늘리진 않았는데, 

이는 즉 아내가 본인 가사노동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내는 미취학 자녀수가 . 

많을수록 본인 가사시간을 줄였는데 예상한 것처럼 본인의 돌봄노동 , 

시간은 엄청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줄어든 가사노동은 . , 



미취학 자녀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난 돌봄노동에 투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미취학 자녀수가 

시간 가용성 이론을 설명하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약간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였다고는 볼 수 . 

있다 돌봄노동에 미치는 미취학 . 자녀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돌봄 

참여를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가용해야 할 시간이 늘어남에 ,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그에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시간 . 

가용성 이론에 잘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용해야 할 . , 

시간에 더욱 더 많이 대처한 것은 아내로 미취학 자녀에 따라 늘린 , 

돌봄노동의 양은 아내가 남편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 

차이는 시간 가용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만 나이는 남편의 경우 본인 나이가 많을수록 

가사 비중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아내는 나이가 , 

많을수록 가사 시간과 비중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에 의해 

부부간 불공평한 가사분담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 , 

돌봄노동 참여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돌봄의 영역 중 미취학 , 

자녀의 존재와 수에 의한 돌봄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가 자녀가 어릴 

때이며 이 때 남편과 아내 역시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 영향이 큰 ,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모두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이 . 

줄었고 비중 역시 둘 다 줄어든 것은 나이가 늘어날수록 시간을 , 

투자해야 할 돌봄노동의 양 자체가 줄어든 영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여부의 영향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의 불평등함을 잘 보

여주고 있는데 맞벌이일수록 남편은 본인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줄, 

이는 반면 아내는 본인 가사노동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이는 맞벌이 남, , 

편의 줄인 가사노동만큼 맞벌이 아내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에 있어서는 맞벌이 여부 변수가 아내의 돌. 

봄노동 시간에만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남편의 돌봄에(-) , 

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부부간 비중 변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 

아 아내의 줄어든 돌봄의 영향은 돌봄을 도와줄 제 의 재화나 서비스 , 3

구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맞벌이부부는 시장노. 

동에는 함께 참여하지만 가사와 돌봄에 있어서는 전통적 성분업에 따른 , 

분담이 여전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 절 연구의 함의3 

이론적 함의  1.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서 개인의 , 

성역할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존 . 

논문들은 부부간 가사와 돌봄에 있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등에 집중하여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구 내 노동을 분담하는지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은 개인들의 선호와 가치관은 반영하지 ,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개인들의 상황과 . 

환경과는 별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배우자와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과 행위가 일치하는지 , 

살펴보았고 일부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사와 , . , 

돌봄 시간과 비중을 종속변수로 두고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비중의 변화까지 살펴봄으로써 좀 더 자세히 

부부간 가사분담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첫 번째 함의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부 성역할태도의 , 

일부 영향력을 검증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 ’ , 

가사와 돌봄을 분담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다는 점이다. 

개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와 돌봄을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성역할태도에 의해 조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편 가사노동 비중에 남편 , . ,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내 성역할태도에 의해 , 

조절됨을 증명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자. (Greenstein, 

차성란1996b; , 1998) 한국의 년 기혼 부부에게 설명력이 , 2014

있었음을 보였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내의 . ,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에 미치는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 효과에 있어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선행논문들은 아직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많은 국내 , , 

선행연구들이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가 본인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의 원인을 본 논문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내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는 것의 .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면 아내 , 

본인의 성역할태도 효과가 없어져버리고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의 , 

남편과 결혼한 여성에 한정하여 본인 성역할태도 효과가 나타났음을 

증명함으로써 아내 성역할태도는 본인 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가려져 있었음을 본 논문의 ,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부의 돌봄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합친 . 

시간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돌봄노동만을 , 

한정하여도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확인한 국내 논문은 김진욱 의 (2017)

연구가 유일했는데 이 논문 역시 남편 본인의 돌봄 참여에 미치는 , 

본인의 성역할태도의 영향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 



연구에서 좀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 둘 다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돌봄 ,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봄으로써 성역할태도가 돌봄노동에 미치는 , 

영향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평등한 . , 

성역할태도가 남편의 돌봄노동 시간과 비중을 유의하게 늘리는 역할을 

함을 검증함으로써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부부간 평등한 돌봄 분담에 , 

기여함을 보였다 하지만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인해 높아진 . , 

돌봄 참여는 아내의 돌봄 시간을 줄여주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아내는 , 

기본적으로 남편보다 많은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의 돌봄 참여는 아내의 돌봄 시간을 줄여 아내와 돌봄을 

분담하기보다는 부부의 전체적인 돌봄 시간을 늘려 아내의 돌봄 비중을 , 

상대적으로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사노동과는 달리 돌봄노동 분담에 있어서는 , ,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이 그리 크진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내가 , 

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투자한다는 점, 

미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돌봄을 수행한다는 

점 남편의 참여가 높아져도 본인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은 , 

가사보다도 돌봄노동은 한국 기혼부부들에게 있어 아직 젠더에 따른 

수행의 영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돌봄 영역은 자신의 유급노동과 상관없이 성역할태도와 ,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정도가 클지도 모른다.

넷째 본 연구는 성역할태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한국 기혼부부의 , , 

가사와 돌봄 분담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년도 생활시간자료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월평균소득과 2014 . 

시장노동시간은 젠더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이나 시장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배우자 소득이나 시장노동시간이 적을수록 본인 가사 참여를 , 

줄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과 미취학 . 

자녀수는 대체로 부부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 여부는 부부간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좀 더 기여하는 ,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노동의 , 

양은 줄어도 부부간 가사노동의 비중은 더 불평등해지는 것으로 , 

나타났다 돌봄 분담에 있어서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사 분담에 미치는 . 

영향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나 시장노동시간, , 

그리고 맞벌이 여부는 평등한 돌봄 참여에 기여하긴 하나 이는 본인의 , 

줄어든 돌봄을 상대방에 의해 보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돌봄을 도와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전체적인 돌봄의 양이 줄어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담에 기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교육수준과 미취학 . 

자녀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돌봄 참여를 높였지만 아내가 증가한 , 

돌봄 시간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 불평등한 가사분담을 유지하거나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성역할태도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 분담에 ,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함에도 불구 한국 기혼 부부의 , 

평균적인 가사와 돌봄 시간과 비중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이다 아내는 평일 가사노동을 남편에 비해 약 배를 더 . 9

많이 수행하고 있었고 돌봄노동은 약 배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6 . 

이러한 가사와 돌봄 기여의 부부간 차이는 효과가 검증된 요인들에 의해 

좁혀지긴 했지만 평균적인 차이를 반전시키긴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 

판단된다.



정책적 함의  2.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개인들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와 돌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를 분담하는 데 , 

있어 배우자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관건이 됨을 밝힘으로써 개인들의 , 

성역할태도에 대해 평등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태도는 . , 

본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외 에서 설명한 . Hochschild (2012)

것처럼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은 본인의 , 

현재 전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전통적인 성역할이 적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미완의 혁명 상황을 다시 상기하고자 ,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많은 사회 변화들이 촉발되었지만. ,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가구 내 노동에 대한 여성의 의무가 

여전한 현실은 여성을 이중 삼중 부담에 놓이게 했고 이는 다시 , ,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역순환의 관계에 갇히게 하는 결과를 , 

낳았다 외 김경희 외 손문금(Gornick , 1997; , 2010; , 2005) 이러한 . 

현실은 한국의 초저출산 실태 년 기준 와 낮은 여성 (2017 1.05)

고용률 년 기준 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통계청(2014 49.7%) .( , 2018) 

여성들은 시장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돌봄까지 해내고 있는 상태이며 

남성들은 시장노동 참여로 소득을 벌어다주는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부부가 모두 일 생활 양립이 안 되고 삶의 질이 낮아진 결과로 . - ,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노동시장에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간 , 

결과 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까지 나타난 것이다, . 

이러한 한국의 미완성된 혁명에 필요한 것은 남성의 가구 내 노동의 

참여다 남성에 의한 가사와 돌봄이 분담이 되어야지만 여성은 전통적 . 



성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젠더 혁명에 관한 연구들이 .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미완의 혁명 상황은 남성의 . “

가구 내 참여로 인해 완성될 수 있다(Esping-Andersen, 2014; 

외Goldscheider ,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제고할 필요가 ,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한국 기혼부부의 , . 

남편이 평균적으로 가사와 돌봄에 참여하는 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가사와 돌봄 , 

참여를 줄이고 여성이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분담을 못하는 , 

이유가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때문임을 본 연구는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제고할 필요가 , 

있음을 주장한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여성은 남편의 . 

성역할태도가 평등함에도 불구 가사를 분담하지 않고 본인이 다 , 

해냄으로써 남편의 가사 참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즉 어느 특정 성별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국가별 , . , 

성역할 인식의 차이를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 남녀의 평균적 성역할 , 

인식은 주요국들 중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OECD 

것으로 나타났고 류연규 외( , 2012) 심지어 아내의 취업에 대한 결과에 , 

관한 성역할태도 측정 문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전통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 외( , 2013).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구 내 노동과 

시장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선 조성하는 것 즉 남편과 , 

아내 모두 유연한 일 생활 양립을 하나의 선택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

중요한데 이러한 일 생활 양립의 미시적 조건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 -

평등한 성역할태도 가 기능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 ’

확인하였으므로 한국 기혼 부부들에게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 

펼쳐야 함을 주장한다 우선 김영미와 류연규 의 연구는 . , (2012)

성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현금급여 , 



정책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나 서비스 중심 정책은 전통적 성역할 , 

인식을 완화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 ,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모형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이 높고 여성의 정치 세력이 크고, , , 

일 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휴직 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은 - , 

국가들에서 남성들의 성역할태도가 평균적으로 더 평등함을 

확인하였다 김영미 외( , 2016) 즉 이를 정리하면 일 가족 양립을 위한 . , , -

서비스 중심의 정책으로 보육과 육아휴직 정책을 수준 높게 제공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및 정치에 진출을 많이 한 국가일수록, 

시장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개인들의 특히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 

평등한 것이다. 

여기서 육아휴직의 높은 수준은 단순히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이 길수록 여성들의 시장노동의 회귀를 . 

어렵게 하고 여성들을 가구 내 역할로 고정시키는데 일조한다는 ,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핵심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 

이끌어 내는 것과 실제 정책을 사용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데 중요한 ,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 ’, 

노동시장 등의 환경 조성이다(Eriksson, 2005; Hook, 2006; Huerta 

외 외 윤자영 외, 2013; Ray , 2008; , 2014)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 . 

사용에 의한 육아 가사노동 경험 그 자체는 본인의 성역할에 대한 ,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곧 . 

젠더 이데올로기 수행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 ) . 

성역할과 반하는 가사와 돌봄을 직접 해보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과는 다른 본인만의 성역할을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는 , 

육아와 가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본인의 비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즉 성역할을 강화하고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와 돌봄 분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거시적 연구를 한 , 

논문들에서 함의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 



부부가 평균적으로 좀 더 평등한 분담을 하며(Fuwa, 2004; Hook, 

외 김영미2006; Sullivan , 2009; , 2014) 성평등 수준이 높은 , 

국가일수록 개인들은 본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와 돌봄을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Aassve , 2014; Fuwa, 

2004) 이러한 논문들은 평등한 가사 분담 경향은 그 국가의 성평등 . 

수준에 의한 영향이 분명 있고 개인의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와 ,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즉 인식과 행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은 그 , 

국가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 때 더 잘 발휘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 ‘ ’

정책들을 실행해야 함을 본 연구는 주장하고자 한다. 

한국은 년대 이후 저출산 실태가 장기적 추세가 됨에 따라 2000

뒤늦게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였고 년부터 년 주기로 - , 2006 5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수립 보육을 중심으로 많은 재정을 · , 「 」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많은 재정을 . , , 

투입한 보육도 끊임없이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을 목표로 . 

행해왔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성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목표가 -

출산 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만 집중적으로 ‘ ’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남편의 가구 내 노동 참여를 독려하는 , 

것에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만 시행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 

때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의 일 생활 양립 정책의 -

목표를 저출산 이 아닌 국가의 성평등 수준 제고 를 목적으로 ‘ ’ , ‘ ’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출산율을 . , 

지속가능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르딕 국가들 역시 성평등 수준 , ‘

제고 를 목적으로 부부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을 ’ ,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가구 내 , 

노동에도 부부가 함께 분담하여 일 생활 갈등을 줄이는 정책을 -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로써 출산율 수준이 반등하였음을 ,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Esping-Andersen, 2014; 



외Goldscheider , 2015) 한국은 이를 꼭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또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특히 돌봄노동 분담에 관한 , 

것이다 본 연구는 가사분담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돌봄노동에 있어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 효과만 , 

검증되었고 남편의 평등한 성역할태도로 인해 증가한 돌봄 참여는 , 

부부간 평등한 돌봄 분담에 기여하긴 하였지만 아내의 훨씬 많은 돌봄 , 

참여를 줄이는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내는 . , 

본인의 성역할태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영역이 아직도 . 

뿌리 깊게 여성의 영역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인 . . 

스웨덴에서도 가사와는 달리 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이 차 , 1

책임자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인 논문이 있었다 외(Wells , 2012) 또한. ,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자녀와의 놀이나 자녀의 ,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적인 행위들에 한정된 것이지 일상적인 ,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임을 밝힌 연구들 또한 

존재하였다 외 외(Bianchi , 2006; Roeters , 2009) 이러한 연구 . 

결과들은 돌봄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분담이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서도 . , 

전통적 성역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스웨덴의 현실에서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돌봄 분담 수준을 , , 

제고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제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4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에 대한 범위를 자녀에 대한 , 돌봄뿐만 아니라 돌봄이 , 

필요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으로 가정하였지만 해석에 , 

있어서는 거의 자녀 돌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돌봄이 필요한 .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구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피돌봄자 중 ,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피돌봄자가 자녀 외의 다른 가구원도 .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의 돌봄노동 분담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봄 분담에 어떠한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담에 있어 부부 대신에 가사와 돌봄을 , , 

도와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도우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 의 재화나 서비스에 의한 가사와 돌봄의 분담은 . 3

부부의 가사와 돌봄 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써 그러한 ,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의 여부는 아내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존재에 따라 , 

부부간 가사와 돌봄 분담 역동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는 통제하여 영향력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한 상태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활시간조사 는 이러한 가사와 돌봄을 . ‘ ’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한 연구에서는 부부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변수로 구성하여 포함하였는데 연구 결과 시어머니나 , 

친정어머니의 존재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유의하게 늘리고 아내의 , 

가사노동 시간은 유의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기수( , 2009) 

하지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 

경우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과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 

부부 성역할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전통적 성역할태도의 남편과 결혼 여성들은 본인의 ,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본인의 가사노동 참여를 더 늘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 

가진 남편이 가사 참여가 너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 

불평등한 가사분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내가 본인 성역할태도를 수정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상황과 .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거나 역인과성을 , , 

배제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함으로써 개인들의 성역할태도가 가사와 ,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함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이자 조절변수인 성역할태도 에 , ‘ ’

대한 것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는 개인의 성역할태도를 . 

묻는 문항으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말에 어떻게 ‘ , ’

생각하는지 점 척도로 묻고 있고 본 연구는 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4 , . , 

이러한 단일한 문항으로 개인들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처사라 할 수 있는데 문지선 은 남편이 이러한 , (2017)

성역할 분리에 반대한다고 해도 노동유연화가 심화되어 전보다 , 

개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현재 생계부양 책임에 대해서만 , 

아내와 공유하려 하는 것일 뿐 가사와 돌봄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 

여성에게 짐 지우려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 



위의 성역할태도의 질문에는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평등한 , ‘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다 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 , 

김영미와 류연규 는 한국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있어 일반적인 (2013) , 

성역할 규범의 경우엔 타 국가들처럼 평등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 , 

취업의 결과에 대한 태도는 훨씬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남녀는 일반적인 성별 불평등에 대해선 반대하는 . , 

편이지만 실제 본인들의 가구 내 여성의 취업에 대해 가사와 돌봄을 , 

분담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시간사용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시간사용에 대해 제일 자세히 , 나와 있는 생활시간조사를 

분석 자료로 택하였고 그에 따라 성역할태도 측정은 단일 문항으로밖에 ,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봄에 . 

있어 좀 더 풍부한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함을 제언하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역시 성역할태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문항으로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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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부 성역할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와 돌봄에 미치는 [ ] 

영향 주말( )

표 주말 기혼 부부의 특성 기초분석< 1> : 

주말

남편

표준화 편차( )

아내 

표준화 편차( )
차이검정

종속변수

가사노동 시간 분( )
46.55

(69.48)

214.82 

(119.84)
-68.49 ***

돌봄노동 시간 분( )
28.19 

(63.02)

61.53 

(103.96)
-15.46 ***

배우자 대비 

가사노동 비중

.16 

(.20)

.84 

(.21)
-95.39 ***

배우자 대비 

돌봄노동 비중

.15 

(.28)

.39 

(.43)
-25.39 ***

독립변수

성역할태도
2.53 

(.81)

2.97 

(.82)
-21.15 ***

통제변수

월평균 소득
7.68 

(2.69)

3.14 

(2.44)
70.53 ***

교육정도
3.92 

(1.23)

3.65 

(1.15)
8.94 ***

시장노동 시간 분( )
180.03 

(226.71)

79.98 

(165.34)
20.10 ***

미취학 가구원 수
.35 

(.65)
-

만나이
45.77 

(8.52)

43.13 

(8.25)
12.57 ***

맞벌이 여부
.54 

(.50)
-

명N( ) 3179 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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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남편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2> 

남편 가사노동 시간 남편 가사노동 비중

Model(1-1) Model(2-1) Model(1-2) Model(2-2)



(S.E)



(S.E)



(S.E)



(S.E)

독립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4.952

(.058)
***

4.815

(.056)
***

.018

(.072)
***

.017

(.069)
***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595

(-.02)

-.587

(-.02)

-.003

(-.04)
*

-.003

(-.04)
*

아내 

월평균소득

-.141

(-.01)

-.147

(-.01)

.005

(.062)
**

.005

(.061)
**

남편 

교육정도

1.869

(.033)

1.840

(.033)

.003

(.019)

.003

(.018)

아내 

교육정도

.431

(.007)

.403

(.007)

.004

(.023)

.004

(.022)

남편 

시장노동시간

-.112

(-.36)
***

-.112

(-.36)
***

.000

(-.42)
***

.000

(-.42)
***

아내 

시장노동시간

.012

(.029)

.012

(.028)

.000

(.244)
***

.000

(.243)
***

미취학 

자녀수

5.512

(.051)
*

5.491

(.051)
*

.015

(.050)
**

.015

(.050)
**

만나이
-.436

(-.05)
*

-.439

(-.05)
*

-.002

(-.09)
***

-.002

(-.09)
***

맞벌이 여부
2.734

(.020)

2.830

(.020)

-.019

(-.05)
*

-.018

(-.05)
*

조절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1.08

(-.01)

-.976

(-.01)

-.004

(-.01)

-.003

(-.01)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1.539

(.015)

.008

(.028)
+

상수항 78.340 *** 78.384 ***
.28

5
***

.28

5

 .151 .151 .216 .217

 Adj.  .148 .148 .213 .214 +

F 51.222 *** 47.025 *** 79.267 *** 72.974 ***

N 3179 3179 3179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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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아내 가사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3> 

아내 가사노동 시간 아내 가사노동 비중

Model(1-3) Model(2-3) Model(1-4) Model(2-4)



(S.E)



(S.E)



(S.E)



(S.E)

독립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2.732

(.019)

2.745

(.019)

.004

(.016)

.003

(.013)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1.154

(.026)

1.155

(.026)

.002

(.031)
+

.002

(.030)
+

아내 

월평균소득

-2.216

(-.04)
*

-2.217

(-.04)
*

-.006

(-.07)
***

-.006

(-.07)
***

남편 

교육정도

.599

(.006)

.596

(.006)

-.001

(-.00)

-.001

(-.00)

아내 

교육정도

-4.156

(-.04)
+

-4.160

(-.04)
+

-.006

(-.03)

-.006

(-.03)

남편 

시장노동시간

.040

(.076)
***

.040

(.076)
***

.000

(.398)
***

.000

(.399)
***

아내 

시장노동시간

-.324

(-.45)
***

-.324

(-.45)
***

.000

(-.27)
***

.000

(-.27)
***

미취학 

자녀수

-7.892

(-.04)
*

-7.895

(-.04)
*

-.012

(-.04)
+

-.012

(-.04)
+

만나이
1.363

(.094)
***

1.362

(.094)
***

.002

(.090)
***

.002

(.091)
***

맞벌이 여부
1.932

(.008)

1.944

(.008)

.024

(.058)
**

.024

(.056)
**

조절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6.995

(-.05)
**

-7.013

(-.05)
**

-.022

(-.08)
***

-.021

(-.08)
***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197

(.001)

-.010

(-.03)
*

상수항 187.34 *** 187.36 *** .716 *** .715 ***

 .193 .193 .206 .207

 Adj.  .190 .190 .203 .204 *

F 68.691 *** 62.948 *** 74.600 *** 68.849 ***

N 3179 3179 3179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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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남편 돌봄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4> 

남편 돌봄노동 시간 남편 돌봄노동 비중

Model(3-1) Model(4-1) Model(3-2) Model(4-2)



(S.E)



(S.E)



(S.E)



(S.E)

독립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163

(-.00)

-.327

(-.00)

.005

(.013)

.005

(.014)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493

(-.02)

-.483

(-.02)

.002

(.018)

.002

(.018)

아내 

월평균소득

-.368

(-.01)

-.375

(-.01)

.001

(.009)

.001

(.009)

남편 

교육정도

-1.885

(-.04)
+

-1.920

(-.04)
+

-.007

(-.03)

-.007

(-.03)

아내 

교육정도

5.449

(.099)
***

5.415

(.099)
***

.016

(.064)
**

.016

(.064)
**

남편 

시장노동시간

-.055

(-.20)
***

-.055

(-.20)
***

.000

(-.23)
***

.000

(-.23)
***

아내 

시장노동시간

.026

(.068)
***

.026

(.067)
***

.000

(.090)
***

.000

(.090)
***

미취학 

자녀수

46.510

(.478)
***

46.486

(.478)
***

.099

(.229)
***

.099

(.229)
***

만나이
-.391

(-.05)
**

-.395

(-.05)
**

-.004

(-.12)
***

-.004

(-.12)
***

맞벌이 여부
-2.055

(-.02)

-1.941

(-.02)

.022

(.039)
+

.022

(.039)
+

조절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361

(-.01)

-.234

(-.00)

-.004

(-.01)

-.004

(-.01)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1.827

(.020)

-.003

(-.01)

상수항 31.024 *** 31.077 *** .272 *** .272 ***

 .325 .325 .156 .156

 Adj.  .323 .323 .153 .153

F 138.656 *** 127.293 *** 53.244 *** 48.813 ***

N 3179 3179 3179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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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아내 돌봄노동에 미치는 부부 성역할태도의 영향< 5> 

아내 돌봄노동 시간 아내 돌봄노동 비중

Model(3-3) Model(4-3) Model(3-4) Model(4-4)



(S.E)



(S.E)



(S.E)



(S.E)

독립

변인

아내 

성역할태도

3.655

.029
*

3.710

.029
*

.027

.051
**

.027

.051
**

통제

변인

남편 

월평균소득

-.879

-.023

-.874

-.023

.003

.020

.003

.020

아내 

월평균소득

-.871

-.020

-.874

-.021

-.003

-.019

-.003

-.019

남편 

교육정도

-.352

-.004

-.367

-.004

.010

.027

.010

.027

아내 

교육정도

6.758

.075
***

6.743

.075
***

.020

.053
*

.020

.053
*

남편 

시장노동시간

.045

.099
***

.045

.099
***

.000

.190
***

.000

.190
***

아내 

시장노동시간

-.050

-.079
***

-.050

-.079
***

.000

-.171
***

.000

-.171
***

미취학 

자녀수

86.372

.538
***

86.359

.538
***

.125

.187
***

.125

.187
***

만나이
-1.804

-.143
***

-1.806

-.143
***

-.012

-.235
***

-.012

-.235
***

맞벌이 여부
-19.89

-.095
***

-19.84

-.095
***

-.076

-.088
***

-.077

-.088
***

조절

변인

남편 

성역할태도

-1.174

-.009

-1.245

-.010

-.017

-.032
*

-.017

-.031
+

상호

작용

항

남편성역할X

아내성역할

.789

.005

-.002

-.003

상수항 101.60 *** 101.64 *** .765 *** .765 ***

 .494 .494 .272 .272

 Adj.  .492 .492 .269 .269

F 280.714 *** 257.269 *** 107.463 *** 98.480 ***

N 3179 3179 3179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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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Factors affecting housework and 

care sharing in Korean married 

couples

- Foucusing on sex role attitudes of couples -

Lim, Eunje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married 

couples share their housework and care, and what factors 

influence them. So, it was aimed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what kind of effort is needed to convert the frame to the 

“couple’s share” of housework and care, not to the women. 

The main theories explaining housework and care sharing are 

economically efficient theories, but these theories are limited in 

their explanatory power. Also, housework and care should not be 

explained only by variables related to the individual’s economic 

and social capacity, and should not be directed at i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gender ideology theory’ and 

analyzes the effect of the sex role attitudes of parents and its 

interactions on the housework and care sharing of Korean 

married couples. Analyses were based on time diary data(2014) 

of Statistics Korea and the methodology wa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interaction terms about parental sex 

role attitudes.

As a result of analyzing housework sharing, the more the 

husbands’ sex role attitudes were unconventional, the more the 

husbands’ housework time and weight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wives’ sex role attitudes showed the effect of 

adjusting the husbands’ attitudes toward housework. In other 

words, a husband married to a wife of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participates in housework according to his sex role 

attitude, but a husband who married to a wife of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has little control over his participation in 

housework. About wives’ housework sharing, the wives’ sex 

role attitud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ousework 

hours and weight of themselves, but husband’s sex role 

attitudes rathe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ives’ housework 

weight. The more non-traditional the sex role attitudes of 

husbands, the less the housework labor share of wives is 

reduced. However, the effect of wives’ sex role attitudes were 

not seen due to the moderating effect of husbands’ sex role 

attitudes, a wife married to a husband of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participates in housework according to her sex role 

attitude. 

As a result of analyzing care sharing, the husbands’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showed a statistically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husbands’ care work time and weight. That 

is, the more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husbands have, 

the greater the time and weight of care work. However, the 

wives’ sex role attitudes showe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husbands’ participation of care work and did not act as a 

moderating effect. Mean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wives’ sex role attitudes on wives’ care participation, but 

husbands’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significantly 

decreased wives’ care work ratio. The effect of the sex role 

attitudes of wives was not shown even though the sex role 

attitudes of the husbnads was included as a moderating effect. 

To sum up, the husbands’ non-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contributed a little to the parent’s equitable care sharing. 

Regardless of participation of care work of husbands’ and her 

sex role attitudes, wives spent much time and effort in caring.

As a result, Korean married couples showed a “partial” 

significant effect on sex role attitudes in sharing housework and 

care.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d the causes of the inability 

to share housework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ex role attitudes. 

This is because even if the sex role attitudes effect does not 

appear, they act as a moderating effect or are hidden by a 

moderating effect in housework shar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equitable sex role 

attitudes of the couple and tha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for 

equal housework share.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that care 

is still deeply rooted in women’s sphere, even though sex role 

attitudes of couples(especially women) are non-traditional. This 



result shows that the equitable sharing of care work is still more 

difficult than housework.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aise the 

level of equitable care sharing by targeting this goal as a 

long-term goal at the national level. 

keywords : housework, care, sharing, gender ideology thoery, 

sex role attitude, hierarchical regress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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