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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중요

한 사건이다. 부모는 학부모라는 역할을 새로 맡게 되며, 부모의

근로시간과 자녀의 방학 또는 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종류의 일·가족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

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대상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와서 초등학생을 둔 기혼취업여성이 인식하는

일·가족 갈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생애 사건이 어머니

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녀가 초등학

교에 입학하는 전후에서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특히 기혼취업여성이 인식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이 자

녀의 초등학교 시절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학년 시기

에 더 크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자녀의 학교 입학이

라는 변화가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여성가족패널조사 (Korean Longitu

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의 2차년도(2008

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 자료이다. 2차년도에서 유배우 상태

이며, 미취학 자녀만 있고 취업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3차

년도(2010년)에서 6차년도(2016년) 사이에서 첫째 자녀 취학에 따

른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총 5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결혼한 상태이며 취업 중인 여

성들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개체 상으로는 93명, 총 461명

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으로 일·가족 갈등 전체 수준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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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과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가족 관

련 요인과 직업 관련 요인, 그리고 초등 돌봄 서비스 관련 요인을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TATA 15.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가 초등학교 진학 이후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 전체 수준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진학 직후 일시적으로는 높아지지만 이후에는 다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서 같은

분석을 실시했을 때, 가족→일 갈등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

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

로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혼취업여

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일·가족 갈등 수

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과 초등학생 자녀

가 있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실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으로 일을 중단한 여성

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의 초

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종단적

인 변화를 연구하였으며, 일·가족 갈등의 전이 방향을 고려하여 갈

등 수준의 변화와 살펴봄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

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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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기혼취업여성(Married employed women), 초등학생 자녀

(Elementary school child),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 일

에서 가족으로의 갈등(WFC),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FWC), 종단적

변화(Longitudi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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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문제 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큰 변화를 가

져오는 사건이다.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보육·유아교육 기관과는

달리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이 이른 오후면 끝나기 때문에 가

정에서는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

서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자녀의 이른 하교 시간과 방학

동안의 돌봄 공백이 문제가 된다.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방과 후

1시간 이상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약 37%이며

(여성가족부, 2015), 초등 저학년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

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

정, 2017). 부모들은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러

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공

급이 부족한 현실과 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처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

이 부모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의무를 더 지니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도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

17년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15,841명의 직장여성이 일을

그만두었고, 2016년에는 초등생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중 69,583명

이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3월에 8,100명, 2월

에 7,870명으로 월평균 5,798명보다 많은 수의 여성이 퇴직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성의 상당수가 초등학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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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부모는 학부모라는 역할을 새

로 가지게 된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

학은 본격적인 교육적 지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학령기 자녀

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강희경(200

3)은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정립,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에의 적응에 대한 우려, 또래 관계 및 사교육 등으로 구성된 “학부

모 역할 스트레스”가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교육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

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교육 분위기와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부모 역할을 요구하는 실정이 초등학교 자녀가 있

는 가정의 일·가족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어머니에게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은 쉽지

않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일·가족 균형에 영향을 미

치는 초등학교의 제도 현황을 분석한 송혜림과 서지원(2008)의 연

구에 의하면, 가정의 달에 집중된 재량 휴업일과 평일 낮 시간대

에 운영되는 학부모 모임 등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제

도이다. 저녁이나 주말 근무, 교대 근무 등 비정규시간대에 일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정규 시간대에 일하는 학

부모들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대신 방과 후 자녀의 숙

제를 돕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중요한 생애

사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한정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은 물론 학교 교육지

원 활동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창복, 이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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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김혜신, 김경신,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맞벌이일 경우 남

성보다 여성이 다중역할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최윤정, 김계

현, 2010), 부모역할 갈등(황혜원, 신정이, 2009)과 일·양육 갈등(도

남희, 배육진, 이예진, 이윤진, 김문정, 임준범, 김희수, 2017)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

하는 일·가족 갈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둔 기혼 취업여성들의 일·가족 갈등은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동안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저

출산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김준기, 양지숙, 2012).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였고,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미성년 자녀 전체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일·

가족 갈등만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이 어머니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특히 종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단적인 자료 구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효과이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직후 취업 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자녀의 초등

학교 입학 전이기 시기에 갈등 수준의 경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취업 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

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인 경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른 하교 시간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새로운 교

육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야 하는 입학 직후 저학년 시기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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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갈등 수준이 높은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 수준이 입학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소하는지를 알아본다면 자

녀의 학교입학이라는 사건이 취업 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자녀 입학 전후로 기혼취업여성이 지각

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일·가족 갈등 수준은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족으로의

간섭을 의미하는 일·가족 갈등(WFC : work to family conflict)과

가족에서 일로의 간섭을 의미하는 가족·일 갈등(FWC : family to

work conflict)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한다. 연구자마다 일·가족

갈등이 상호 순환적인 영향을 받는 관계인만큼 복합적인 영향력을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장영은, 박정윤, 이승미, 권보라, 2011)과 일·

가족 갈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등의 전이 방향을 고

려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유성경, 홍세희, 박지아, 김수정,

2012; 이재림, 손서희, 2013)으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방향에 따라 갈등의 선행 요소와 후행 결과 간의 연관성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Amstad, Meier, Fasel, Elfering, & Semmer,

2011; Byron, 2005; Michel, Kotrba, Mitchelson, Clark & Baltes,

2011)를 고려하여 갈등의 전이 방향을 구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을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취학자녀에만 초점을 두

었던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현상

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기혼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5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취업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자녀의 초등학

교 입학에 따른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취업여성이 인식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은 어떠하

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이 인식하

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 수준의 변화는 관련요인

을 통제하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이 인식하

는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의 변화는 관련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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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고찰

1. 일·가족 갈등의 개념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족 영역으로부터의 역할 압력이 여러 측

면에서 서로 양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Greenhaus & Beutell, 1985). 역할 이론에 따르면 개인에

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역할을

맡으면 각 역할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에너지 간에 필연적으로 긴

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역할갈등은 역할양립불가

능, 역할방해, 역할과중, 역할기대에의 불일치 등을 의미하는 개념

으로도 사용되어 왔다(이주희, 2000).

갈등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일·가족 갈등을 시간 갈등, 긴장 갈

등, 행위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Greenhaue & Beutell, 1985;

Voydanoff, 2005). 시간으로 인한 갈등은 한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할 시간이 제약받아서 생기는 갈등이며,

긴장으로 인한 갈등은 한 영역에서 겪은 정신적인 긴장 또는 압박

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정신적인 전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그리고 행위에서 비롯된 갈등은 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행동이 다

른 역할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이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간 갈등 수준이 높으면 긴장 갈등이 발

생할 가능성도 커지므로 시간 갈등과 긴장 갈등 간에는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hause, Parasuraman, Granrose,

Rabinowitz, & Beutell, 1989).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들이 이상의 세 가지 개념을 골고루 측정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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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념을 위주로 측정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일·가족 갈등 척도에서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의 측

정에는 시간 갈등에 중점을 둔 문항들이 사용되었으며,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의 측정에는 한 영역에서 겪은 정신적인 긴장이나 압

박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중점을 둔 긴장 갈등을 측정

하는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족 중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따

라 개념적으로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일→가족 갈등)과 가족에

서 일로의 갈등(가족→일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초기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전체적이고 단

일차원의 개념으로 여기고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양방향을 고려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강혜련, 최서연, 2001).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은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가정 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

정생활에 몰두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가족에서 일로

의 갈등은 가정에서의 역할과 의무 때문에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방해를 겪게 될 때 발생한다. 두 종류의 갈등

은 완벽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갈등형태이다(G

reenhause & Beutell, 1985; O’Driscoll, Ilgen, & Hildreth, 1992;).

그러나 각각 선행 요인과 결과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

분해서 볼 때 일·가족 갈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유성경

등, 2012; 이지선, 2016; Bryon, 2005; Erickson, Martinengo, & Hil

l, 2010; Michel et al., 2011).

일·가족 갈등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Byr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 근로시간 융통성, 직업만족도와 같은 직

장 관련 변수는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보다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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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더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el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987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일·가족 갈등의 선행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에는 일 영역에

서의 역할 관련 스트레스와 직장 내 사회적인 지원, 업무 자율성

과 가족 친화적인 조직과 같은 직장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특성

과 같은 선행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에는 가정 내 역할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가족 내 사회적

인 지원, 가족 내 분위기와 같은 가족의 특성 그리고 개인의 특성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의 시작 방향과 관련된 요인

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선(2016)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모형으로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은 8년 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의 경우 미세하지

만 큰 차이가 없는 상승을 보이다가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 크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 일·

가족 갈등의 초기값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랐다. 일

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의 경우 자녀 돌봄이 적을수록, 본인 부모님

과의 갈등이 많을수록, 가족 관련 가치관과 가족 내 역할인식이

보수적일수록,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직장 내 성차별이 높을수록

초기값이 높게 나온 반면,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은 자녀 돌봄과

가족 내 역할인식, 직무만족도 영향을 미쳤지만 본인의 가사노동

정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적게 받는 것과 직

장 내 성차별이 높다는 점도 초기값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결혼 여부나 자녀 여부, 자녀 연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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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족생애주기 상 다른 단계에 속해 있으면 취업여성이 인지하

는 일·가족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여러 자원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rickson et al. (2010)의 연구에서

는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

는데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은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가장

높았으나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은 막내 자녀가 취학 전 시기에 속

했을 때 가장 높았다. 갈등의 시작 방향과 관련된 요인들이 주로

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연구

자들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

구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로 인해 일·가족 갈등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자녀의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동시에 직업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겪을 가능성

이 더 높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 10 -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이기에 해당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Bronfenb

-rener의 생태적 전이 이론에서 초등학교 입학은 첫 아이 부모와

자녀에게 아이가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사이에서 형성했던 생활세

계를 가정과 초등학교로 옮기는 사건으로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초등학교로의 전이 기간인 1학년 초

반부는 ‘학교 성공의 민감기’ (Rimm-Kaufman & Pianta, 2000)로

이 시기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성인기 행

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여겨진다(Pianta, R.

E. & Kraft-Sayre, M, 2003).

생애 과정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여성의

커리어 상의 위치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여

성의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Waismel-M

anor, Moen, & Sweet(2003)은 자녀 양육 시기가 여성의 취업 단

계와 연관이 되고 이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부담과 자원과도 관련

이 있다고 보았다. 자녀가 매우 어릴 시기에는 여성이 커리어의

초기 시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적응하

는 등 직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동시에 수입 등의 자원은

적다. 반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일 때

여성은 커리어의 중반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에서 요구

하는 수준은 여전히 높으나 수입, 직무 경험 등과 같은 자원도 같

이 상승하는 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여성이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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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시기일때부터 학령기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때, 그리고 자녀의 취학 전 가졌던 직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있으며, 가족친

화제도가 잘 갖춰진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가족 양립이 어려워 취업을 중단

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졌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커리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자녀 양육이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을 대신 선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

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

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여성들은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보

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거나,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직업에 종

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학령기 자녀를 둔 전문직 여성

을 중심으로 최정숙(2011)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일·가족 역할 갈

등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과 가

족을 병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일·가족 역할 갈등은 ‘과부

담긴장과 혼돈’으로 요약되었다. 어머니들은 기본적인 양육 역할

외에도 경쟁적인 교육현실로 인해 아이들의 과다한 학습 요구에

대한 지원 필요와 스트레스 관리, 사교육 선택에 대한 혼란, 자녀

의 성장 시기 부모역할의 중요성, 자녀 친구관계 형성 지원 필요,

초등 저학년 학교시간 단축으로 돌봄 필요량 증대와 학령기 진입

시 밀도 높은 지원 필요 등 다중 역할 요구를 받게 되면서 대처하

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평일 이루어지는 학부모 회의, 평일 공개수

업, 일하는 엄마가 참여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도 일하는 엄마가

겪는 긴장과 혼돈의 이유였으며, 유연성 없는 근무시간, 양육에 대

처하기 어려운 직무환경, 아내의 일에 동의하지 않는 남편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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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과부담 긴장과 혼동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역할갈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업 수행에 대한 부담과 학교 적응 지원에 대한 어려움

은 초등학교 전이기의 첫 아이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김창

복과 이신영(2013)의 연구에서도 파악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를 통

한 연구 결과 어머니들은 대견함과 안도감도 겪었지만 주된 심리

감은 염려였고, 구체적으로 자녀의 또래 적응, 학교생활 적응, 학

업수행 적응, 교사 적응, 학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염려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어머니 모두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선택하였는데, 학교 적응의 과정

은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머니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

는 힘든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일하

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것은 더 큰 어려움

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일·가족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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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

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다음의 관련 요인들을 통제

하고자 한다. 일·가족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선 예측변수와 결

과변수로 나누어 일·가족 갈등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

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가족 관련 요인

가족 관련 요인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남편의 지지와 여성의 가

족 내 역할 인식, 영유아 자녀 유무와 자녀 수 등이 중요한 관련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는 아내의 일·가족 갈등을 줄이

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Michel et al., 2011). 최윤정과 김계

현(2010) 또한 대졸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움

행동과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배우자의 지지가 다중역할에 대한

현실성 태도를 매개로 하여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혼여성이 가족 내 성역할분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도 일·

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지숙과 유계숙(2007)의 연구에서는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일·가족 촉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는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송다영과 장수정, 김은지(2010)의 연구

에서는 전통적 가족역할 인식, 가족가치관, 아내취업에 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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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를 모두 고려한 변수가 일·가족 갈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아직 남편의 가사 및 자녀 돌봄 분담 정도는 여성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이다(김소영, 2017). 이는 여전히 여성이 노동시간외

에도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급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전통적인

지 근대적인지에 따라 시간갈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최혜지,

2007), 남성에 비해 여성은 성역할 태도가 평등할 수록 시간갈등을

더 느낀다는 연구결과(박기남, 2009)를 토대로 가족 내 역할 인식

을 통제하고자 한다.

자녀 수도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그 결과는 일

관되지 않다. 김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

수록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수정, 송다영, 김은지(2009)의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는 관련이 없으나 가족→일 갈등 수준

은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선희(2010), 장

영은 등(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 수가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결과

가 나온 이유는 자녀 수 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고려되어야 하

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아 자녀

가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일→가족 갈등 수준과 가

족→일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송다영 등, 2010; 임효창, 이봉세, 박경규, 2005). 미취학 자녀를

같이 돌볼 경우 초등학생 자녀만 있을 때보다 기혼취업여성이 인

지하는 갈등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 유무와 자녀수의 영향을 같이 통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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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관련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 영역에서의 조건들만큼 근로시간, 고용

형태 등 일 영역에서의 조건이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기남, 2009; 손문금, 2004; 이재경, 이은아, 2003).

먼저 근로시간은 가정에 참여하는 시간과 빈도를 결정하므로 일

과 가족에서의 역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는 장시간 근로할수록, 시간 외 근로가 많을수록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높으며,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다영 등, 2010; 임효창 등, 2005).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녀취업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에

대해 연구한 김경화(2013)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수준과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과 주 5일 근무제가 일·

가족 갈등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 여전히 육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류임량(2009)의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짧

을수록 기혼취업여성이 일·가족 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혼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가족 전이를 분석한 진미

정(2015)의 연구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에 따라 부정적인 일·가족

전이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무

급가족종사자의 긍정적인 일·가족 전이 수준이 낮았으며 주당 휴

무일도 가장 적었다. 또한, 손문금(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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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시간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시간빈곤이

일·가족 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예은, 윤미, 이예

슬, 이효진, 정익중(2018)에서는 시간빈곤 수준이 심화될수록 일·가

족 양립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간부족

감이 일·가족 갈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지위에 따

라 시간부족감이 다르다는 선행연구에 토대로 근로자의 지위를 통

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지위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된다.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

사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또는 업

체와 계약을 맺거나 과업을 완수해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

로자를 뜻한다.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갈등과 직업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김영선과 옥선화(2005)의 연구에 의하

면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1일 근로시간이 길수록, 토요일 오후 근

무가 있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일수록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일·가족 갈등수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노동시

간이 가족생활시간과 분리되지 않는 가족기업종사자의 특성 때문

에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많

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 자영업이나 가족기업 종

사자는 근로시간이 정해진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을 일하게 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용주이거나 자영업에 종사

할 경우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일반 직장보다는 높기 때문에 일과

가족 영역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일·가족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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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게 인지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

단절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성지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임금근

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

장하는 확률이나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고, 연구자는 근로시간대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업 유형에 따른 통제는 각 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근로자들

의 특성과 이들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관리자 및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고학력, 안정

된 직장을 의미하며 임금도 많은 반면 서비스 또는 생산직 종사자

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족연계망이나

경제적 자원이 여의치 않는 특성을 보인다(이재경, 이은아, 조주은,

2006).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취업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

본 연구의 대상인 취업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가용한 자원이 많고,

수입이 높은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계속 취업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초등 돌봄 서비스 관련 요인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체계는 초등돌봄교실

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로 갖추어져 있다. 세 서

비스 체계 모두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이다. 초등돌

봄교실에서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

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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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익중, 이봉주, 길은배, 윤준영, 정영

모, 앙계민, 2014). 교육부가 방과후지원센터를 통해 초등돌봄교실

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기중에 아침돌봄과

오후돌봄,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돌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

및 휴일에도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

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 두고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

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

게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정익중 외, 2014). 2017

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2월 기

준 전국에 4,189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혜정(2017)은 지역의 방과 후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 정도가

적정한지를 통해 방과 후 서비스가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지만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패

널 자료를 사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

준기와 양지숙(2012)의 연구에서는 보육과 교육서비스 이용수준이

일·가족 갈등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

은 이용 여부만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기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

었던 반면 하교 시간이 빠른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더 쉽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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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설 이용 여부가 기혼취업여성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가족 관련 요인, 직장 관련 요인,

그리고 초등 돌봄 서비스 관련 요인을 통제했을 때 자녀의 초등학

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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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이다. ‘여성가

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변화와 정책 등을 보

다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전국 규모

로 실시하고 있는 패널 조사이다. 여성 가족 패널의 모집단은 1차

년도 조사시점인 2007년 당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의 약 260,000개의 일반

조사구를 1차 표본조사단위 추출을 위한 기본 표집틀로 하여 확률

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1,700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였으며, 2차

계통추출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

으로 1개 조사구당 4~7가구 정도를 추출하였다.

2007년에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표

본으로 시작하여 2008년 2차 웨이브 조사, 2010년 3차 웨이브 조

사, 2012년 4차 웨이브 조사, 2014년 5차 웨이브 조사, 2016년 6차

웨이브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간격이 2년으로

일정한 2차년도(2008년)부터 6차년도(2016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을 추려내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으로

구분되며, 여성개인용과 일자리용은 기존 개인용과 신규 개인용으

로 구분된다. 1차 웨이브 조사 당시 추출된 가구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적격대상자를 모두 추적해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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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규 응답 대상은 일시적 비동거를 포함하여 원적격 가구원

과 동일한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만 조사하고 해당

가구를 떠나면 추적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인 자

료만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2차년도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만 있고, 취업 중인 여

성을 대상으로 하여 3차년도(2010년)에서 6차년도(2016년)사이에서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

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자녀의 출생년도를 조사한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

이후 출생한 첫 자녀를 기준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

였다. 1차 조사가 200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2008년과 6차년도 조

사인 2016년 사이에 첫 자녀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추

정 가능하다. 첫 조사시점인 2차년도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취업중

이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대상으로 3차년도에서 6차년도

에도 모두 유배우이며 취업 중인 여성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포함

하여, 개체 상으로는 93명이며 총 분석대상은 4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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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1) 일·가족 갈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 수

준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는 일자리용 설문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부분에서 일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

와 가족생활이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 4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일·가족 갈등과 관련된 문항은 각각 2가지

로 총 4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

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문항

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문항이며,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와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의 두 가지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일·가족 갈등 수준 전

체의 평균 외에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 일→가족 갈등 수준의

평균과 가족→일 갈등의 평균으로 각각 나누어 측정하였다.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영향

자녀 취학에 따라 일·가족 갈등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한 시점만

1로 코딩하고 나머지 시점들은 모두 0으로 코딩한 변수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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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첫

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을 모두 0으로, 그 이후를 모두 1로

코딩한 변수를 만들었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스로 자신

을 돌볼 수 있다고 부모들이 생각한다는 선행연구(송혜림, 조영희,

정영금, 고선강, 김유경, 2010; 윤소영, 정지영, 김효은, 이승미, 조

성은, 김명희, 2007)를 고려한다면, 신체적인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일 때보다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만의 효과를 별도로 측정함으로써

이 시기가 특별히 기혼취업여성이 일과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 갈

등을 더 많이 느끼는 시기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3) 가족 관련 요인

패널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한 통제변수들 중 가족 관련 요인으로

는 본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인식,

미취학 자녀 여부, 자녀 수가 있다.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는 일

자리용 설문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부분에서 ‘( )님이 일하

는 것에 대해 남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물

어보았다. 매우 반대가 1이며, 매우 찬성이 5로 값이 높을수록 일

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가정 내 역할 인식은 개인용 설문지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부

분 중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이다’라는 문항이며 매우 그렇다가 1, 전혀 그렇지 않다가 4로

값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역할 인식을, 값이 높을수록 평등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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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학 자녀 여부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

동의 수를 물어본 문항에 응답한 경우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것으

로 간주하였으며, 자녀 수는 미취학 자녀 수에 취학 자녀 수를 더

하여 미성년 자녀 수로 측정하였다.

4) 직업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으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직업 유형, 근로자

지위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용 설문지는 직업

력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 당시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조사와 지난 조사 당시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만

둔 일자리,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조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기존 조사 당시에 이어 현재 조사시점에도 동일한 일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항을 활용하여 직업과 관련된

변수를 구성하였고, 지난 조사 이후에 일자리가 변화가 있었던 경

우에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가진 일자리 중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단, 일자리 변화가 여러 번

있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일자리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다.

일자리용 설문지에서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나누어 일자리

에 대한 특징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등을 물어보았다. 한국여

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사용자 가이드에 따르면 각 종사상 지위

에 대한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는 개인이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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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용되어 임금이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

태의 일자리를 의미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회

사 또는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본인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과업

을 완수해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의 일자리로 구체적으

로 학습지 방문기사,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비임금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용주나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차조사에서는 주중 평균 근로시간과 주말

평균 근로시간을 구별하여 물어보았으나 3차조사에서 6차조사에서

는 주중 근로일수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물어보는 것으로 측정

방식이 바뀌었다. 공통적으로 값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주중 근로

일수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측정

하였다.

5) 초등 돌봄 서비스 관련 요인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용 설문지 중 초중고자녀를 대상으로 이

용하는 모든 교육 서비스 시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

에서 방과 후 교실 외에도 교과목학원과 예체능 학원의 이용 여부

도 같이 물어보았으나, 돌봄이라는 취지에 맞게 학교나 학교 이외

의 방과 후 교실 이용 여부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인 정의를 정리한 내용은 <표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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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

변수

일→가족

영향

①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②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가족→일

영향

①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때가 많다

②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때가 많다

독립

변수

초등학교

입학직후
초등학교 입학 시점=1, 그 외의 시점=0

초등학교

취학전후
초등학교 입학 전=0, 초등학교 입학 후=1

통제

변수

남편의

지지

1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

~ 5 (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

역할인식
1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을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미취학

자녀여부
없다=0, 있다=1

자녀수 연속변수

주당평균

근로시간
(주당근무일수)x(하루평균근로시간)

직업유형

관리자 및 전문가=1

사무종사자=2

서비스 및 판매=3

기타=4

근로자지위

임근근로자=1

비임금근로자=2

특수형태근로종사자=3

초등돌봄시

설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0, 이용한다=1

<표 3-1>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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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분석모형이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 경제 분석으로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다. 시계열데이터는 어

떤 특정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며, 횡단면 데이터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개체의 현상이나

특성을 모아 놓은 것으로 패널 데이터는 여러 개체에 대해 그 현

상이나 특성을 일련의 관측 시점별로 기록해 놓은 데이터이다. 시

계열 자료의 정보와 횡단면 자료의 정보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패널 데이터는 합동 횡단면 데이터와는 구별된다. 시계열데이터

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친 것에서는 동일하나, 합동 횡단면데이터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관찰한 것이 아니라 매 시점에서 서로

다른 개체가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동일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조사한 패널 데이터가 가장 분석에 알

맞다고 보았다.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종단적인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

구가 있으나 자녀 취학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에는 제한점이 있

다. 이지선(2016)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와 관련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막내

자녀 연령과 같은 자녀 변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생애 주기 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패널 분석은 또한 누락된 변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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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최충익, 2008). 일반적인 회귀방정식에서는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할 수 없으며, 모든 변수를 포

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하기가 어

렵다. 종속변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

수로 포함되지 않은 요인들이 있을 경우 추정된 모형이 위험할 수

있으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모형에서는 개인별 이질성을 반

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형설정오류를 줄일 수 있다(민인식, 최필

선, 2012).

분석을 위해 STATA 15.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1차적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각각의 조사년도에

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만을 추려낸 뒤 자료를 병합하였다. 그

후 2차년도에서 미취학 자녀만 있고 5개의 조사시점에서 모두 결

혼 상태이며, 취업 중이고, 일·가족 갈등 변수에 응답을 한 여성들

만을 추려내어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뒤에 패널 회귀분석에 맞

게 가구원 개인 식별번호에 따라 세로 연속형태의 패널자료(long

type panel data)로 분석 자료를 구성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개인 식별번호에 따라 5개의 조사시점이 모두 있는 균형패

널로 나타났다. 최종분석대상 중 통제변수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여 패널 개체별로 93명, 총 641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선형회귀모형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 = 1,2,…,n 및 t = 1,2,…,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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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i은 패널 개체의 수이고, t는 개체 i의 데이터 포괄기관

이다. 만약 모든 i에 대해 T가 같다면 균형 패널이 된다. 는 종

속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을 나

타낸다.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는 오차

항이며, 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이다.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 의 형태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

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나뉜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식 3.1에서 상

수항 ()를 패널 개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모수로 해석하는 반

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상수항 ()가 확률분포를 따르는 확

률변수가 된다. 즉 ()~N( 
)의 분포를 따는 것으로 가정한

다.

고정효과 모형인지 확률효과 모형인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에 대

한 추론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주어진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 는 확률분포를 따른다

고 말할 수 없다. 패널 개체가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라면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

이 직관과 일치한다. 반면, OCED 국가 패널 데이터나 미국 각 주

패널 데이터와 같이 패널 개체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

분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오차항 를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인식, 최필선, 2012).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여성 가족 패널(KLofw)은 총인구조사결과에서 무작위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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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추출하여 최종 표본가구를 구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확

률효과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식 3.1의 오차항 를 확률효과로 가정하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

의 유의성을 가설검정 할 수 있다. 가 확률변수이므로 다음과 같

은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3.2)

귀무가설이 맞다면 식 3.1의 오차항의 전체 분산인 
 

이 단

순히 
가 되어 패널 그룹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합동 OLS로 추정하면 되지만,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패널 그룹이

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본 연구의 모든 연구 모형에 대해 확률효과 유의성을 가설

검정한 결과 Breusch-Pagan 검정결과 값이 1% 유의수준에서 귀

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동 OLS 모형 추정

보다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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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주요 변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

다. 전체 분석대상은 461명이며, 분석 개체별로는 93명의 기혼취업

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첫 조사년도인 2

차년도(2008년)를 기준으로 기혼취업여성의 평균 연령은 32.89세였

다.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의 평균은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 중

평균 2.48의 수준을 보였다. 갈등의 전이 방향에 따라 구별해보면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 수준의 평균은 2.33점,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은 2.64점으로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이 일에서 가

족으로의 갈등 수준보다 높았다.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는 최대 5점인 척도에서 평균 4점으로

로 기혼취업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지지 수준이 매우 높

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 역할 인식은 낮은 점수일수록

보수적인 인식을, 4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인식임을 나타내는데

평균 2.66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 자녀 수

는 1.89명이었으며,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는 비율은 63.34%

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91시간이었으며 평균

적으로 42.5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근로시

간의 구분 없이 주당 근로일수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지만 주 5일로 계산할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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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직업 종류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전문가가 40.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6.25% 사무종사자

가 24.0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비임근근로자, 특

수형태종사자로 나눈 근로자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63.12%로 본 연

구대상자의 3분의 2 정도가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

으며 일하는 근로자임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1.45%였으며,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은 5.42%로 매우 낮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돌봄교실 포함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과 학교 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을 이

용하는지 여부는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85.68%, 이용

한 적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14.32%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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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최소/

최대

기혼취업여성연령

(2차년도 기준)
32.89 3.59 24/46

일·가족 갈등

(4점척도)

전체 2.48 .55 1/4

일→가족 2.33 .64 1/4

가족→일 2.64 .63 1/4

남편의지지

(5점척도)
4.00 .85 1/5

역할인식

(4점척도)
2.66 .72 1/4

자녀수 1.89 .58 1/4

주당평균근로시간 42.56 13.12 5/91

미취학자녀여부
없다 169 36.66

있다 292 63.34

직업종류

관리자 및 전문가 187 40.56

사무종사자 111 24.08

서비스 및 판매 121 26.25

기타 42 9.11

근로자지위

임금근로자 291 63.12

비임금근로자 145 31.4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5 5.42

초등돌봄기관

이용여부

아니오 395 85.68

예 66 14.32

<표 4-1> 기술분석표 (n=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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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

가족 갈등 전체 수준의 변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전체

수준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직

후 변수와 초등학교 입학 전후 변수를 차례대로 넣어 분석하였다.

<표 4-2>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확률효과 모형에서 첫째 자

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후 변수만 넣었을 때 기혼취업여성이 인지

하는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

나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변수만 넣었을 때는 기혼취업

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들과 함께 두 변수를 같이

넣어서 분석한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력이 있었

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 전보다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37만큼 유의미하게 감소하나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일·

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24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여

성가족패널이 각 조사시점마다 2년의 간격을 두고 조사가 되었으

므로 자녀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저학년 시기에는 미취학 시기보

다 근소하게 일·가족 갈등의 수준이 증가하나 학년이 증가하면 감

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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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e) coef (s.e) coef (s.e)

초등학교

입학직후
.05 .06 .24 .08**

초등학교

입학 전후
-.21 .07** -.37 .09***

남편의 지지 -.01 .03 -.02 .03 -.02 .03

역할인식 -.05 .04 -.05 .04 -.05 .03

미취학자녀유무 .19 .05*** .07 .07 -.07 .08

자녀수 -.03 .05 .03 .05 .08 .05

직업유형

(기준:관리직)

사무직 -.05 .08 -.06 .08 -.08 .08

서비스 -.12 .08 -.12 .08 -.14 .08

기타 -.00 .11 -.02 .11 -.02 .10

주당평균근로시간 .01 .00*** .01 .00*** .01 .00***

근로자지위

(기준:임근근로자)

비임금근로자 -.07 .07 -.07 .07 -.08 .0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1 .13 .20 .13 .20 .13

초등돌봄

이용여부
-.08 .08 -.00 .07 -.05 .07

cons 2.33 .20*** 2.43 .20*** 2.54 .20***

sigma_u .17 .15 .15

sigma_e .50 .50 .49

rho .10 .08 .09

n 93 91 93

<표 4-2>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전체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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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

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

갈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갈등의 전이 방향

에 따라 어떤 경로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일→가족 갈등과 가족→일 갈등으로 나누어 각

각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

의 일에서 가족으로의 갈등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번 분석에

서도 초등학교 입학 직후 변수와 초등학교 입학 전후 변수를 각각

넣어 분석한 결과 두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와 함께 두 변수를 모두 넣어 분석한 최종 모형에서도 초

등학교 입학 전후 변수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만 일→가족 갈등이 .27만큼 유의미하

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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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 (s.e) coef (s.e) coef (s.e)

초등학교

입학직후
.02 .08 .16 .09

초등학교

입학전후
-.16 .08 -.27 .10*

남편의 지지 -.05 .04 -.05 .04 -.06 .04

역할인식 -.05 .04 -.05 .04 -.06 .05

미취학자녀유무 .06 .06 -.03 .08 -.12 .10

자녀수 -.06 .06 -.01 .06 .02 .06

직업유형

(기준:관리직)

사무직 -.13 .09 -.13 .09 -.14 .09

서비스 -.11 .10 -.12 .10 -.13 .10

기타 -.04 .12 -.05 .12 -.05 .13

주당평균근로시간 .01 .00** .01 .00** .01 .00**

근로자지위

(기준:임근근로자)

비임금근로자 -.05 .08 -.06 .08 -.06 .0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3 .16 .22 .16 .22 .16

초등돌봄

이용여부
-.05 .09 -.00 .09 -.03 .09

cons 2.43 .23*** 2.51 .24*** 2.59 .24***

sigma_u .18 .18 .18

sigma_e .60 .60 .60

rho .07 .08 .08

n 93 93 93

<표 4-3>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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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가족

→일 갈등 수준의 변화

다음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의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4>에 제

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확률효과 모형에서 초등학교 입학 직후 변

수만 투입했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등학

교 입학 전후 변수만 넣었을 때는 첫째 자녀의 입학 전보다 입학

후에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유의

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와 함께 두 변수를 같이 넣어서 분석한 최종 분석 모형

에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력이 있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

후에는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32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하나

입학 후에는 입학 전보다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이 .47만큼 유

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미취학 자녀일 때보다 자녀가 초등학

교에 입학했을 때 가족→일 갈등 수준이 감소하나 초등학교 입학

직후이자 저학년 시기에는 갈등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에서 일로의 갈등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문항과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라는 두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어 기혼취업여성이 느끼는 역할

부담의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의 많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직장에서 요구되는 일들

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뜻한다.



- 39 -

coef (s.e) coef (s.e) coef (s.e)

초등학교

입학직후
.08 .07 .32 .09***

초등학교

입학전후
-.26 .08** -.47 .10***

남편의 지지 .03 .04 .02 .04 .02 .03

역할인식 -.04 .04 -.04 .04 -.05 .04

미취학자녀유무 .30 .06*** .16 .08* -.02 .09

자녀수 -.02 .06 .07 .06 .13 .06*

직업유형

(기준:관리직)

사무직 .02 .09 .01 .09 -.01 .09

서비스 -.11 .10 -.12 .10 -.15 .10

기타 .05 .13 .03 .12 .02 .12

주당평균근로시간 .01 .00* .01 .00** .01 .00**

근로자지위

(기준:임근근로자)

비임금근로자 -.09 .08 -.09 .08 -.10 .0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0 .15 .19 .15 .18 .15

초등돌봄

이용여부
-.12 .09 -.01 .08 -.07 .08

cons 2.26 .23*** 2.35 .23*** 2.50 .23***

sigma_u .23 .19 .20

sigma_e .56 .56 .55

rho .14 .11 .12

n 93 93 93

<표 4-4>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가족→일 갈등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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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은 돌봄의 관점에서 부모에게 큰 변화를 가

져오는 생애 사건으로, 부모의 근로시간이 자녀의 하교 시간과 방

학과 달라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 취업여성은 새로운 종류의 일·가

족 갈등을 경험한다. 그런데 기존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로 분석함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기혼취업여

성이 인지하는 일·가족 갈등의 수준을 분석하되 갈등의 전이 방향

에 따라서도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차년도(2008년)부터 6차년도(2016

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2차년도에서 미취학 자녀

만 있으며 5개년도에서 모두 결혼을 한 상태이고, 취업 중인 여성

을 대상으로 3차년도에서 6차년도 사이에 첫째 자녀의 취학을 경

험한 기혼취업여성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461명(분석개체별

93명)을 대상으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함의 및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이후 어머니의 일·

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진학 직후 일시적으로는 높아

지지만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전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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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라서도 각각 같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가

족→일 갈등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녀 취

학에 따른 일·가족 갈등의 전체 수준의 변화는 일→가족 갈등보다

가족→일 갈등으로 인해 많이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일·가

족 갈등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전이 방향을 고

려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시각(유성경 등, 2012; 이재림, 손서희,

2013)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 수준이 가족→일 갈등 수준

보다 높게 나왔는데(장재윤, 김혜숙, 2003; Frone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 수준의 평균은 2.33, 가족→일 갈등 수

준의 평균은 2.64로 가족→일 갈등 수준이 일→가족 갈등 수준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는 역할이 추가되었

다는 점, 그리고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의 긴 시간동안

자녀의 취학 전부터 취학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

성이라는 점에서 직장 영역에서 가지는 위치 때문에 직장 영역에

서 느끼는 갈등이 더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일·가족 갈

등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 일→가족 갈등 수준을 물어보는 2개의

문항이 모두 시간과 관련된 문항이라는 점도 있다. 일·가족 갈등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요소 중에 시간 갈등만 측정되었으므로 이러

한 측정 방식에 따른 한계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초등

학교 입학이라는 생애 사건이 일어나는 전이기에 어머니들이 인지

하는 일·가족 갈등 수준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진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지

어 본다면 일·가족 갈등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초등학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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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시기에 정책이나 주위의 지원 등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

면 여성이 이 시기에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적으

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학 자녀

에 맞는 일·가족 갈등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문

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가족 갈등 척도는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합한 반면, 학부모로서 경험

하는 역할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 경험하는 갈등을 자세하게 측정하

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과 연관있는 요인들

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관련 요인들이

일·가족 갈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기혼취업여성들이 자녀가 저학년

시기일 때 가정에서 일로의 갈등 수준의 증가를 경험했다는 본 연

구결과를 고려할 때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분담할 수 있

는 조력자의 유무와 도움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초등학교 입학 직후 저학년 시기에 기혼취업여성

이 인지하는 갈등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양

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탄력근무와 일시 휴직 등의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나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직장에서 육아병행 근로자를 위한 시간 선택

제 근무나 자녀입학 돌봄 휴가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출

산 휴가나 육아휴직처럼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하게끔 자리 잡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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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기존 일·가족 양립과 저출산 정책이 영

유아 시기 시설중심 서비스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노성향, 조선하,

박지희, 2007), 보육환경개선 및 자녀비용경감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 점을 지적한 바 있다(문은영, 최나리, 2010). 따라서 더 많은 직

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가

족 갈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

요가 있다.

제도의 실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과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출산과 영유아기 자녀 시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비해 취학 자녀 시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구도 부족하며 정책적인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아

취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서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일·

가족 갈등 변수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일·가족 양립

의 어려움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취업여성들에 한정되

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지위가 비교적 높거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등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그

룹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녀 취학 이후 일을 중단한 사람들

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자녀 취학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

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와 영향요인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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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일·가족 갈등을 분담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남편의 지지도와 가정 내 역

할에 대한 인식은 모두 여성이 인지하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실제

로 남편과 가사와 육아를 어떻게 분담하는지, 부부가 맞벌이여서

근로시간이 겹칠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부분이 빠졌다. 이러

한 과정에 대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혼취업여성이 경험하

는 일·가족 갈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의

중요한 부분으로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지적하였지만 실제로 학교

에서의 역할 때문에 일·가족 갈등을 겪는지를 검증하지는 못했다.

가정과 학교의 연계가 최근 들어 교육현장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녀의 학교 교육에서 오는 부담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

에서 기대하는 학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등이 기혼취업여성의 일·

가족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단적인 관점에서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

의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를 연구하였지만 취학 전 시기 일·가

족 갈등 경험은 어떠한지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자녀 출산

이후 입학 전까지 기혼여성이 경험한 일·가족 갈등 수준은 취업지

속에 대한 결정과 이후 자녀 입학 이후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방법론적인 한계로 초기 갈등 수준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더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의 변화에 대

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에 대해 연

구하였으며, 종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일·가족 갈등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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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갈등의 전이 방향

에 따른 분석을 통해 자녀 취학에 따른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어떤 방향에서 더욱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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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of Married Working

Women by Child’s School

Admission
So, Hyojo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s admission to elementary school is an important event

for parent. They take on a new role as a school parent and

experience new kinds of work-family conflicts which are having

difficulty in caring because the working time of the parents is

not in line with the time of the child’s vacation or unloading

time. Previous researches, however, have focused on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refore lacks empirical research

on work-family conflicts perceived by married employed women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e

child’s admission to elementary school on mothers’ work-family

conflicts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level of work-family



- 59 -

conflicts before and after there child enters the elementary

school. In particular, to more accurately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s school mission has on work-family confli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s perceived

by married employed women was maintained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or greater in the lower grades

This study was based on five waves of data, from Wave 2

(2008) to Wave 6 (2016), from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KLoWF). The participants, who were married

and employed and have only preschool children, were selected

at the time of Wave 2 data so as to have a elementary

school-age child between Wave 3 (2010) and Wave 6 (2016)

and to examine the change in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employed mothers. The women who were married and

employed at all 5 Wav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tical

model.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ver 461

subject, 93 individuals, to analyze overall work-family conflict

level as well as work-to-family conflict level and

family-to-work conflict level distinguished by transition

direction of conflict. Included in the control factors are family

related factors, work related factors and a factor related to care

servic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Stata ver. 15 package

was used in this research.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en examined

the change of mothers’ level of work-family conflicts after their

child enters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showed a temporary

increase immediately after entering the school, but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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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again. When the sam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ransition direction of conflict, the trend was found

only in family-to-work conflic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arried employed

women would be able to balance their work and family life if

appropriate support is provided for them at the time when their

children is in lower grade in elementary school at which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is elevated temporari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o develop

measurement tools that accurately measure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in the family with school children, to

implement the system that can be used by working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create a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One of the limits of this study was that no investigation was

done of women who ceased employment due to the high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however, that it broadened the understanding of work-family

conflict by not only did examin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of married employed women by

children’s school admission but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on work-family conflicts.

keywords : Married employed women, Elementary school

children, Work Family Conflict, WFC(Work to family conflict),

FWC(Family to work conflict), Longitudi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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