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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을 

분류지표로 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2) 각 유형을 예측하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특성을 규명하며, (3) 유형별로 

심리적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 초등학교 3학년 시기) 보호자

용과 어머니용 자료 중 기혼이면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451명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일-가족·양육 (1) 향상형(11.91%), (2) 중간형(47.85%), (3) 혼재형(40.24%)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유형분류를 

예측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의 학교적응, 근무시간,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였다. 

유형별 심리적 결과는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의 경우 향상형, 중간형, 혼재형의 순서였고,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우울은 혼재형, 중간형, 향상형의 순서였고, 역시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일-가족 갈등과 

향상, 일-양육 갈등과 향상을 기반으로 발견한 유형별 차이를 알아봄에 있어 다양한 예측요인과 심리적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일-가족·양육 유형화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 심리적 복지, 취업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to identify latent profiles among employed Korean mothers of third graders 

based on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enrichment, work-parenting conflict, and work-parenting enrichment, 

(b) to examine the antecedents of profile membership at the individual, family, work, and community levels, 

and (c)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psychological outcomes across the profiles. The sample of 

451 married employed mothers was a subset of data from the 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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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collected in 2017 when the focal child was in the third grade. Our latent profile analysis suggested 

a three-profile model that comprised enriched (11.91%), moderate (47.85%), and mixed (40.24%) profiles. The 

significant antecedents of profile membership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childʼs adjustment to school, 

working hours, the communityʼs suitability for childrearing,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 facilities. 

Regarding psychological outcomes,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enriched, moderate, and mixed profiles. The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in the reverse order: mixed, moderate, and enriched profile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iterature on work-family interactions by considering various predictors and outcomes at 

multiple levels.

Key words: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enrichment, work-parenting conflict, work-parenting enri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employed mothers

Ⅰ. 서론

일-가족 경험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갈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강혜련·최서연, 2001; 이은희, 2000; 정영금, 2005; 

Greenhaus & Beutell, 1985; Frone, Russell & Cooper, 1992). 

하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Barnett 

& Hyde, 2001)에 따라, 직장과 가족 영역 사이에 발생하는 긍

정적인 영향(Barnett, 2008; Bhargava & Baral, 2009)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근래에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

족 향상을 함께 살펴보는 추세이다(양은선·김연하, 2021; 조

윤주, 2018; Carvalho & Chambe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모두에 주목고자 한다. 여기서 일

-가족 갈등은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부

족, 부담 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역할수행 성과의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Poelmans, 

Stepanova & Masuda, 2008). 또한, 일-가족 향상은 두 영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일과 가족 역할수행의 질이 향상되

거나 에너지, 기술, 심리적 보상을 얻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경

험하는 것(Poelmans et al., 200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은 단일 차원의 양극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가진 독립적인 개념이

라는 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Aryee, Srinivas & 

Tan, 2005; Demerouti & Geurts, 2004; Grzywacz & Marks, 

2000). 이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을 별도의 차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갈등과 향상 수준이 모

두 높거나 모두 낮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는 일-가족 갈등이

나 일-가족 향상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유형화한 연구가 발표되

고 있다(연은모·최효식, 2018; 이유리·이성훈·박은정, 2020; 

이정은, 2012; 임한려·홍성표, 2021; Carvalho & Chambel, 

2016; Rantane et al., 2013; Yucel, 2021). 

최근에 시작된 일-가족 갈등과 향상의 유형화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이 필요한 주제이다. 예를 들면, 지

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유형별 예측요인 검증이나 결과의 차

이 분석 중 하나에만 중점을 두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유형

별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취업

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단지 가족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별

도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영유아기부터 이루어지던 돌봄에 학부모로서의 역할

과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부담이 가중(박새롬·홍예지·

이강이, 2020)된다는 점에서 일-가족 맥락과 함께 일-양육 맥락

에 동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생태학적 관점을 일-가족 접점에 적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Hill, 2005; Voydanoff, 2008), 일-가족과 관련한 개인, 

가족, 직장의 특성은 일-가족 갈등과 향상 중간체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며, 일-가족 갈등과 향상은 개인 및 가족과 직장 

등의 미시체계 역할수행의 질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

인의 특성, 가족과 직장영역의 요구나 자원 요인은 일-가족 갈

등 및 향상의 유형 구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형별로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개인 내적 결과, 결혼만족도 및 직장만족

도와 같은 가족영역과 직장영역의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Hill, 2005; Voydanoff, 2002).

특히, Voynadoff(2004b)는 개인과 가족이 가족과 직장의 책

임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구와 자원의 범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족의 특성을 넘어서 지역사회 특

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과 직장은 지역사회에 

내재(embedded)되기 때문이다(Voydanoff, 2005b). 따라서 일

-가족 갈등과 향상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볼 때는 개

인, 가족 및 직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더 거시적인 환경체

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예측요인에만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예측요인으로는 직장 관련(이유리 외, 2020),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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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문선, 2018), 가족과 사회적 지원 관련(홍예지, 2021), 

직장과 가족 관련(임한려·홍성표, 2021) 특성이 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 국한된 예측요인을 선택할 경우, 해당 연구에서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환경체계의 변수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경우 유의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특정 

변수의 영향력을 과대 추정하게 되고 실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

양한 예측요인을 하나의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또한,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결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는 해외 근로자의 유형

별 주관적 복지감, 삶의 만족도, 우울, 번아웃, 이직 등 심리적 

결과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Carvalho & Chambel, 2016; 

Moazami-Goodarzi et al., 2019; Rantanen et al., 2013; Robinson, 

Magee & Caputi, 2016)가 다수인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이론

적으로 일-가족 갈등이 높고 일-가족 향상이 낮은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취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

적 가설에 의한 추론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가족 분야의 선행연

구에서는 자녀의 신체적, 물리적 돌봄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

한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다(박예은 외, 2016; 이정은, 2012; 이재림·손서희, 2013; 

정영금·한영선, 2016). 하지만 학령기 자녀돌봄 부담 역시 상

당하다. 초등학교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할 경우, 저학년

에 해당하는 1-3학년은 신체적·정서적 돌봄과 초등학교 적응

에 중요한 학업 돌봄과 사회적 돌봄도 필요로 한다(김동희·정

선아, 2019; 박주희, 2018). 이에 최근에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사회적,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분류하는 초

등학교 교육과정 학년군제(교육부, 2018)에 따라 1-2학년에 비

해 교과목 수와 수업시수가 증가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초등학

교 3학년 시기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전히 돌보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1)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

육 향상을 분류지표로 유형을 도출하고, (2) 각 유형을 예측하

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특성을 규명하며, (3) 유형별 심

리적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기혼 취업모의 일-가

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은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특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의 유형을 예측하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결과

(우울, 삶의 만족도, 결혼 만족도, 직장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는 일-가족 유형화의 선행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일-가족 유형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기존 일-가족 및 일-양육 연구에서 주

목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을 둔 취업모의 일-가족 및 양육 

유형에 주목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개인이 각각의 유형에 속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가족 또는 일-양육 맥락

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을 확인하고, 나아가 부정적 

또는 긍정적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집단에게 

더 세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족·양육 갈등과 일-가족·양육 향상의 유형

일-가족 경험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희소성 가설(scarcity 

hypothesis; Goode, 1960)을 토대로 일-가족 갈등에 관심을 두

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직장과 가족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

긴장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영역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

이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여 일-가족 갈등을 경험

한다고 보았다(Greenhaus & Beutell, 1985). 하지만 다른 일각

에서는 개인이 참여하는 활동과 역할의 특성에 따라 역할이 증

가하는 것이 반드시 자원 고갈, 역할 과부하, 역할 긴장 등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확장 가설(expansion 

hypothesis: Marks, 1977)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다

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 심리적 보상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Barnett & Hyde, 2001; Ruderman et al., 2002). 일과 가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또는 

경험은 이후 일-가족 향상(Greenhaus & Powell, 2006), 촉진

(Hill, 2005; Wayne et al., 2007), 긍정적 전이(Grzywacz & 

Marks, 2000) 등의 개념으로 연구되었다.

일-가족 갈등과 향상의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개념 간에 어느 정도 상관이 있지만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Demerouti & Geurts, 2004; Grzywacz & Marks, 

2000). 일-가족 갈등을 경험할 때 일-가족 향상을 경험하지 않

거나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경우와 함께 일-가족 갈등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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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모두 높은 수준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가족 갈등과 향상은 한 개인의 일상에서 공존하는 현상(이

윤석, 2010; Grzywacz & Marks, 2000)이기 때문에,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 접근

(person-centered approach)을 통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향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사람 중심 접근은 개인 단위에서 

개별 특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전체 모집단에

서 유사한 결합 형태를 보이는 개인의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Marsh et al., 2009).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을 지표로 유형화를 시도한 선행연구

를 국내 자료를 사용한 연구와 국외 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나

누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자료를 사용한 유형

화 연구에서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향상 수준이 높은 

유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임한려·홍성표, 2021; 조수진·

손서희, 2021; 홍예지, 2021). 일-가족 향상은 유형 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조수진·손서희, 2021).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와 

11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한 홍예지(2021)의 연구에서는 8차년

도(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양

육 갈등 및 향상 모두 중간 수준인 ʻ상충형ʼ이 일-가족 갈등 및 

일-양육 갈등 수준은 낮고 일-가족 향상 및 일-양육 향상은 높

은 ʻ이점형ʼ 보다 많았다. 그러나, 11차년도(초등학교 4학년 시

기)에는 갈등 수준이 낮고 향상 수준은 높은 ʻ고이점형ʼ, ʻ이점

형ʼ, ʻ저이점형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 7차년도 

자료(2019)를 사용하여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을 유형화한 조수진과 손서희(2021)의 연구에서도 일-가족 

향상 수준은 높으면서 갈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들의 

비중이 높았다.

국외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이 발견

되었다.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족 갈

등과 향상의 유형을 도출한 연구(Rantanen et al., 2013)에서는 

일-가족 갈등이 낮고 일-가족 향상은 높은 ʻ유익형ʼ, 일-가족 및 

가족-일 갈등과 향상 모두가 높은 ʻ적극형ʼ이 나타났다. 특히, 

일-가족 갈등은 높지만 가족-일 갈등은 낮고, 일-가족 향상은 

낮지만 가족-일 향상은 높은 ʻ모순형ʼ이 발견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포르투갈의 일-가족 갈등과 향상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

(Carvalho & Chambel, 2016)에서는 일-가족 갈등이 두드러지

게 높고 향상은 낮은 ʻ위험형ʼ, 둘 다 낮은 ʻ소극형ʼ, 일-가족 향

상이 두드러지게 높고 일-가족 갈등은 낮은 ʻ유익형ʼ, ʻ유익형ʼ에 

비해 일-가족 갈등은 높으면서 일-가족 향상은 더 낮은 ʻ중도적 

위험형ʼ, 갈등과 향상 모두 평균수준인 ʻ중도적 적극형ʼ 등 총 5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Yucel(2021)의 연구에서는 일-가족 

및 가족-일 향상은 높고 일-가족 및 가족-일 갈등은 낮은 ʻ유익

형ʼ, ʻ유익형ʼ에 비해 두 향상수준이 더 낮고 두 갈등수준 역시 

더 낮은 ʻ중도적 유익형ʼ 및 중간정도의 일-가족 및 가족-일 갈

등과 향상 수준을 보이는 집단인 ʻ중도적 적극형ʼ 등 세 유형이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에게 자녀양육 영역은 일 영역과 병행하면서 

갈등과 향상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핵심영역이기 때문에 일-

가족 분야의 유형화 연구에서도 별도의 분류지표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Marshall & Barnett(1993) 역시 유자녀 근로자의 일

-가족을 연구할 때 일-가족 긴장과 이익뿐만 아니라 일-양육 긴

장과 이익을 구분하여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

는 확대되므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을 연구

할 때 일 영역과 상호접점에 있는 영역으로 자녀양육을 설정하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경우 육아

휴직제도의 신청자격조건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고 

초등돌봄교실이 1-2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녀양

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감소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시기 취업모의 일-가

등 갈등 및 향상과 일-양육 갈등 및 향상을 함께 고려하여 유

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의 예측요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일-가족을 연구한 Voydanoff(2008)에 따

르면, 일-가족·양육 갈등과 향상을 예측하는 요인은 개인, 가

족, 직장,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하다. 그럼에도 일-가족 갈등

과 향상을 분류지표로 유형을 도출하고 예측요인을 살펴본 선

행연구에서는 가족, 직장 등 한 가지 영역의 예측요인에만 초

점을 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 영역과 가족·양육 영역의 경

계 사이를 넘나드는 행위자로서의 취업모에 관심을 두는 유형

화 연구에서는 두 체계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모두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수준의 다

양한 예측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각 요인의 고유

한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지역사회 요

인을 개인, 가족, 직장 요인과 함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

상 유형의 예측요인에 포함할 것이다.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영역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이웃 

등 지역사회 관계망의 지원이나 생활SOC 등 지역사회 인프라

의 효용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서 이웃의 돌봄공동체 역할 강화, 양육에 적절한 지

역사회 환경 조성, 육아 관련 서비스시설 확충 등은 정책적으

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요인을 일-가족 유

형의 예측변수로 포함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국내 연구에서는 

홍예지(2021)가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 지지, 양육환경 적절성

이 일-가족 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수준별로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박인숙, 이재림(202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 다양한 예측 요인과 심리적 결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19-36.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2.26.2.002

－ 23 －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이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쌓이게 되

는 다양한 인생경험은 개인에게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이

세인·이숙현·권영인, 2007).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연령과 일

-가족 갈등 및 향상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다. 연령이 일-가족 

갈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고 향상과는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Grzywacz & Marks, 2000), 연령이 갈등과는 관계가 없고 

향상과만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성경, 2011), 연령이 갈등

과 향상 모두와 부적 관계가 있거나(Voydanoff, 2005a)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윤석, 2010) 등이 있다. 교육은 개

인의 인적자본으로, 일-가족 갈등을 낮추거나 일-가족 향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일-가족 갈등 또는 향상

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는 교육수준이 일-가족 갈등을 증

가시키거나(류임량, 2009; Voydanoff, 2004a) 일-가족 향상수

준을 감소시키거나(Voydanoff, 2004a), 두 변인 모두에 정적 

관계(Grzywacz & Marks, 2000; Voydanoff, 2005a)를 보이기

도 하고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김성경, 

2011) 등 결과가 매우 복잡하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은 가정의 

재정적 자원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역할과부하나 역할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다양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일-가족 갈등 간에 오히

려 정적 관계가 밝혀지기도 하였다(김성경, 2011; Grzywacz & 

Marks, 2000; Michel et al., 2011). 마지막으로 건강상태는 취

업모의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강상

태와 일-가족 갈등과 향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은 유의하게 낮고 향상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2011; 김준기·양지숙,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초등학교 저학년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함으로, 

건강상태를 예측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가족 수준에서는 자녀수, 자녀 학교적응, 사회적 지원가능 

친인척의 수 등이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자녀 관련 예측요인으로 자녀수를 고려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자녀의 발달단계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양육역할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자녀 연령이나 

미취학 자녀 유무(김성경, 2011; 김필숙·이윤석, 2015; 조수

진·손서희, 2021; Grzywacz & Marks, 2000)를 살펴본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미 초기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

모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관한 영향

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으므로, 자녀 관련 변인으로 자녀수

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이다. 자녀가 초등학

생이 된 이후에는 취업모의 역할에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추가

된다. 하지만 일-가족 유형 연구 뿐 아니라 일-가족 갈등 또는 

향상의 예측요인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아동의 학업성적이 낮고 정서행동문제 수준이 높을수

록 일-가정 향상 우수집단이나 일-가정 향상집단 대신 일-가정 

갈등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하문선(2018)의 연구 정도

가 있다. 이는 자녀의 학교적응 어려움도 일-가족 갈등 및 향

상 유형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가능 친인척 수이다. 가

족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직장과 가족생활을 보다 조화

롭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요 자원이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와 일-가족 갈등 또는 

향상과의 연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유의한 관련성

을 발견하였다(박정열·손영미·신규리, 2016; 송다영·장수

정·김은지, 2010; 유성경·한영주·조윤진, 2011; 최윤정, 

2011). 홍예지(2021)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 및 향

상, 일-양육 갈등 및 향상의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로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이점형보다 고이점

형에 소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사

회적 지지 척도 특성 상 가족, 친구, 이웃 등의 구분이 없이 받

고 있는 전반적 사회적 지원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중 어떠한 체계로부터 받은 지지에 의해 

유형이 구분되는지를 명확히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장 수준에서는 근무시간, 사무종사자 여부,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 여부 등이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을 예측

할 가능성이 있다. 근무시간은 시간-기반 갈등 유형으로서

(Greenhaus & Beutell, 1985) 많은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진미정·성미애, 2012; 이윤석, 

2010; Frone et al., 1992; Voydanoff, 2004a). 이는 일부 유형

화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유형

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고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길

수록 갈등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임한려·

홍성표, 2021; 조수진·손서희, 2021). 두 번째 직장관련 변수

로 사무종사자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화 선행연구에서

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직업형태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종사상 지위나 일자리 형태를 

가지는지, 그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일-가

족·양육 경계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무직, 전

문직, 서비스나 판매직 등 직업형태 특성을 사무직 종사자 여

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가지는 경직성과 직무자율성을 고려하여 상용직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한 것과 유사한 선상에 있다. 다른 직업형태에 비해, 

사무자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나 장소, 직무수행 

등에서 유연함이 덜한 점을 감안하여 사무직 종사자 여부에 따

른 유형화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세 번째 직장 관련 변수로

는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

족친화제도의 제공 또는 이용 수준과 일-가족 갈등이나 향상의 

관계는 혼재된 양상이다(김준기·양지숙, 2012; 장윤옥·정서

린, 2012; 이진숙·이슬기, 2015; 최성일·유계숙, 2007; Hill, 

2005). 이는 유형화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가족친화제

도 관련 변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예로 이유리 외

(2020)의 연구에서 유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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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별 일-생활 만족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제도가 제공될 

경우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보다 일-생활 불만족형의 비중이 

낮은 반면 일-생활 만족형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임한려와 

홍성표(2021)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유

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연

구 모두 제도 제공만을 측정하고 있어 가족친화제도 이용수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사회적 지원가능 이웃 수,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 등을 일-가

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요인과 

일-가족 갈등 또는 향상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 인프라나 안전성 측면에서 

가족친화성이 높을수록 취업모가 경험하는 가족→일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2018). 또한, 양육환경 적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주환경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지

원시설 만족도는 다중역할 수행의 역할 만족도 및 역할긴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박주희, 2010). 이와 같은 결과에 기반

하여,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를 일-

가족·양육 맥락의 지역사회 예측요인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홍예지(2021)는 일-가족 갈등과 향상 등의 유형화 예측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지만, 어떤 체계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

원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원가능 이웃 수,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

프라 만족도를 예측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3.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과 심리적 결과

일과 가족·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 및 직장 

등 특정 영역의 역할수행 만족도 등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Voydanoff, 2008).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별 심리적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현

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도, 심리적 디스트레

스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 가족 영역 중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인 결혼만족도, 직장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직

장만족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각각과 심리적 결과의 관련성

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우울은 

유의하게 높았다(Amstad et al., 2011; Hill, 2005). 반면, 일-가

족 향상은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직장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고 우울과는 부적 관련이 있었다(Hill, 2005; 

McNall, Nicklin & Masuda, 2010; Zhang et al., 2018).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등의 유형에 따른 심리적 결과

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지만,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다. 상대적으로 일-가족 향상 수준이 높고 갈등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 때, 삶의 만족도(Rantanen et al., 2013), 주관적인 

복지감(Carvalho & Chambel, 2016), 행복감(조수진·손서희, 

202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반적으로 일-가족 향상 수준

이 낮고 갈등 수준이 높은 유형은 우울이나 심리적 긴장 등이 

높았다(조수진·손서희, 2021; Rantanen et al., 2013). 특히, 

조수진과 손서희(2021)의 연구에서는 고갈등-고향상 집단의 우

울이 중간갈등-고향상과 저갈등-고향상 집단의 우울 수준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김연하, 장욱과 서홍우(2019)의 연구에서도 

갈등우세 집단에 비해, 갈등과 이점이 둘 다 낮은 집단, 둘 다 

높은 집단 및 이점우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나, 전반적으로 갈등수준이 높고 향상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일-가족·양육 유형에 따른 심리적 결과의 차이를 살

펴본 해외의 선행연구는 직무요구, 직장만족도, 번아웃 및 이직 등 

직장 관련 결과에서의 차이에 초점을 두었다(Moazami-Goodarzi 

et al., 2019; Rantanen et al., 2013; Robinson et al., 2016; 

Yucel, 2021). 예를 들어, Yucel(2021)의 연구에서는 일-가족 

갈등과 향상 수준이 모두 높은 혼재형에 비해 향상형과 향상 

우수형에서 직장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국내데이

터를 사용하여 일-가족 유형별 직장만족도에서의 차이를 규명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의 유형별 심리적 결과에

서의 차이를 살펴봄에 있어 결혼만족도 등 가족 관련 결과요인

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부족하다. 국내 연구

에서 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을 잠재계층 분석을 통

해 유형화하고 심리적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조수진과 손서희(202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우울 및 행복과 같이 개인 차원의 결과요인만을 살

펴보았다. 김연하 외(2019)의 연구에서 유형별 결혼만족도, 부

부갈등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유형분류가 잠재계층분석

이 아닌 군집분석으로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일-가족 갈등·양육 및 향상을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우울, 결혼만족도 및 직

장만족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

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한국아동패널조사 10차년도(2017년) 자료 중 보호자용과 어

머니용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도 기준 연

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

월 사이에 출생한 총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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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육아정책연구소, 2022), 이 표본을 추적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에 

관심을 두므로 조사 시점에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인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변

수 중 결혼만족도과 우울은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차년도 보호자용 및 어머니용 설문지 응답

자 중 결혼상태가 유배우-초혼이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휴직 포함)인 여성의 응답을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가족구조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

가족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경험이 질적으로 상이할 가능성을 

통제하고, 주요 예측변수가 가족친화제도 이용수준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상

용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기혼 여성근로자 총 451명

의 응답이었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

가자의 평균 연령은 39.78세이었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5년제 

포함) 대학졸업(40.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2-3년제 

대학졸업(28.2%)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6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컸다. 가족 차원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2.2명 정도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은 4.41점으로 척도의 보통 수준(3점)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이 자신의 자녀들이 학

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다.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친가 및 외가 인원은 평균 

약 5명 정도로 나타났다.

직장 차원 특성 중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약 42시간이었다. 

연구대상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분류한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6.3%)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이 사무종사자(35.5%)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관해

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가 

16.6%였고 대부분(83.4%)은 조사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적

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 특성으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수는 평균 1.98명으로 대략 2명 

정도였다. 양육환경 적절성 평균값은 3.69점으로 보통을 상회

하고 대체로 그렇다(4점)에 조금 더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지

역사회에 있는 서비스인프라 만족도도 보통임(3점)을 조금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직장만족

도, 결혼만족도는 중간 점수를 상회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

다. 우울의 경우 평균이 약 2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 변수측정

1) 분류지표: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양육 갈등 및 향상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은 Marshall & Barnett(1993)의 

일-가족 긴장 및 이익(work-family strains and gains) 측정도구

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

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가족 긴장(work-family 

strains) 9문항, 일-가족 이익(work-family gains) 7문항, 일-

양육 긴장(work-parenting strains) 6문항, 일-양육 이익(work- 

parenting gains) 4문항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Marshall & Barnett, 1993). 본 연구에서는 긴장과 이익이라는 

변수 n (%) 변수(응답범위) M (SD) 왜도 첨도

교육수준 연령 39.782(3.314) 0.221 0.280

  고등학교 이하 97(21.5) 월평균 가구소득 600.581(417.480) 10.069 138.664

  2-3년제 대학교 127(28.2) 월평균 가구소득(ln) 6.307(0.384) 0.898 7.073

  4년제 대학교 182(40.3) 주관적 건강상태 3.409(0.740) -0.200 -0.232

  대학원 45(10.0) 자녀수 2.188(0.631) 0.576 1.243

직업분류 학교적응 4.413(0.666) -1.066 1.701

  관리자 12( 2.7) 지원가능 친인척수 5.242(3.209) 1.599 4.36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9(46.3) 주당 근무시간 42.200(10.144) 0.238 3.175

  사무 종사자 160(35.5) 지원가능 이웃수 1.982(2.043) 2.786 15.91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46(10.2) 지원가능 이웃수(ln) 0.900(0.626) -0.022 -0.530

  단순노무 종사자 등 24( 5.3) 양육환경 적절성 3.695(0.622) -0.275 0.365

가족친화제도 이용여부 서비스인프라 만족도 3.364(0.709) -0.472 0.466

  이용한 적 없음 376(83.4) 삶의 만족도(1-5) 3.490(0.733) -0.460 -0.310

  이용한 적 있음 75(16.6) 우울(1-5) 1.903(0.762)  0.631 -0.178

직장만족도(1-5) 3.840(0.654) -0.542 1.101

결혼만족도(1-5) 3.760(0.751)  0.687 0.700

<표 1> 연구참가자의 일반적 특성(N = 451)



박인숙, 이재림(202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 다양한 예측 요인과 심리적 결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19-36. ISSN 1738-0391(Print). 2713-9662(Online). http://dx.doi.org/10.22626/jkfrma.2022.26.2.002

－ 26 －

용어 대신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갈등과 향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가족 갈등 하위척도는 ʻ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ʼ 등 두 영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영향에 대한 것이다. 반

대로 일-가족 향상 하위척도는 직장과 가족생활을 동시에 유지

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경험에 관한 것으로, 

ʻ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을 갖는 것이 내 삶의 더 다양하게 해 

준다ʼ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일-양육 갈등 하위척도는 ʻ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ʼ 
등과 같이 일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나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양

육 향상 하위척도는 ʻ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ʼ와 같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자

신과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네 

하위영역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

족·양육 갈등과 향상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한편,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양육이라는 영

역은 일에 대응하는 삶의 핵심 영역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가

족과 일-양육은 개념적으로 중복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아동패널에 사용된 Marshall & Barnett(1993)의 원척도

와 같이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 일-가족 향상과 일-양육 

향상의 차원을 독립적인 유형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원척도에 충실하게 전

체 26문항을 일-가족 갈등(9문항), 일-가족 향상(7문항), 일-양

육 갈등(6문항), 일-양육 향상(4문항)의 4개 잠재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먼저 살펴보았고, 일-가족·양육 갈

등(15문항), 일-가족·양육 향상(11문항)의 2개 잠재변수로 하

는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이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잠재변수가 

2개인 모형과 4개의 모형을 카이제곱 값의 증가량을 토대로 비

교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전반적으로 4개 잠재변수

로 구성된 모형의 합치도가 2개인 경우에 비해 우수하였고, 두 

모형을 비교한  값의 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를 토대로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 일-가족 향상과 일-양

육 향상을 별도의 유형화 지표로 분석하였다. 내적 일관성 

Cronbachʼs α 값은 일-가족 갈등 .901, 일-가족 향상 .912, 일-

양육 갈등 .880, 일-양육 향상 .821이었다.

2) 유형의 예측변수

(1) 개인 차원 예측변수

유형분류의 개인 차원 예측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강태, 가구소득이었다. 연령은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사용

하였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대해 묻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해당 질문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5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의 총 7가지 응답보기 중에서 선택

하도록 하였으며, 1-7점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ʻ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ʼ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건강하지 않음; 

5 = 매우 건강함)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

구소득에 대해서는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 만원 단위로 기입

하도록 한 단답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변인의 정규성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수는 로그처리한 후 최종 분석에 포

함하였다.

(2) 가족 차원 예측변수

가족 차원 예측변수로는 자녀수, 지원가능 친인척 수, 자녀

의 학교적응을 포함하였다. 자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가구 

구성원에 대해 묻는 질문 중 총 자녀수를 기입하도록 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지원가능 친인척 수는 응답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재림과 옥

선화(2001)의 사회적 지원 척도와 조병은 외(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사회적 지원정

도에 대해, 제공처를 아동의 친가식구 수, 외가식구 수, 응답자

의 친구 및 동료 수, 응답자의 이웃 수로 4가지로 구분하여 답

하도록 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아

닌 제공자별 인원수를 사용한 이유는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가 

속한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를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 크게 네 가지 차원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사회적 지원을 

모형 χ2  ⊿χ2 ⊿f CFI TLI RMSEA SRMR

잠재변수 2개

(일-가족·양육 갈등, 일-가족·양육 향상)
1287.785*** - - .855 .842 .086 .067

잠재변수 4개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
791.332*** 189.693*** 5 .927 .919 .061 .049

주)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 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 p ˂ .001.

<표 2> 일-가족·양육 측정도구(Marshall & Barnett, 199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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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13문항은 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전체의 차원에서 고

려한 사회적 지원수준이며 지원을 받은 제공처는 가정 내외부

의 구분 없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 인

원을 친가 식구, 외가 식수,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가족체계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제공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바, 아

동의 친가와 외가 식구의 응답을 사용하여 합산한 후 지원가능 

친인척 수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은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지에 대해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ʻ전혀 적

응하지 못함ʼ (1)부터 ʻ매우 적응을 잘함ʼ (5)까지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장 차원 예측변수

직장 차원 예측변수로 근무시간, 사무직 종사자 여부, 가족

친화제도 이용여부를 포함하였다. 근무시간은 주당 총 근무시

간을 시간 단위로 기입한 문항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무직 종사자 여부를 어머니의 직업유형 9가지(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

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

자) 중 ʻ사무종사자ʼ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나머지 직업유형

을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사무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해 근무시간과 장소, 직무자율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

려하여 사무종사자를 준거변수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제도 이용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ʻ지난 

1년간 다음의 항목 중 이용한 지원 제도/방식을 골라주세요ʼ라
는 문항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해당 질문은 출산휴가, 육아휴

직,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등),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총 5가지 정책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가지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이용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으로 코딩하여 가족친화제도 이용여부 변수로 사용하였다.

(4) 지역사회 차원 예측변수

지역사회 차원 예측변수로 양육환경 적절성, 지원가능 이웃 

수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양육환경 

적절성은 응답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얼마

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8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ʻ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ʼ, ʻ유해 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ʼ, 
ʻ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이다ʼ, ʻ아이들이 잘

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ʼ 등이다.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음; 5 = 매우 그러함)로 측정

하였으나, ʻ잘 모름(6)ʼ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하였다. ʻ술 취한 

사람이나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ʼ의 문항은 측정의 일관성을 

위해 역코딩 처리하였다. 8문항의 평균점수를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고, ʻ잘 모름ʼ을 선택한 문항의 경우에는 해당 문항

만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을 산출하였다. 8문항의 내적 일관성 

Cronbachʼs α는 .801이었다.

지원가능 이웃 수는 앞서 가족 관련 변수의 지원가능 친인

척 수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

인한 결과 정상성 분포에서 벗어나 최종분석에는 로그치환하

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는 

놀이터, 공원, 도서관, 의료기관, 공공복지시설 등 13가지 지역

사회 서비스인프라 시설들의 이용만족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이용 후 만족도 수준을 측

정함과 동시에 ʻ이용 안함ʼ (0점)는 경우에 대해서도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ʻ이용 안 함ʼ으로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측값

으로 처리하고, 13문항의 산술평균값을 산출하여 지역사회 서

비스인프라 만족도 변수로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3문항의 

Cronbachʼs α는 .930이었다.

3) 심리적 결과 변수

유형별 심리적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삶의 만

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장만족

도는 ʻ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ʼ의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ʻ전혀 만족하지 

않음ʼ (1점)에서부터 ʻ매우 만족함ʼ(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결혼만족도는 한국판 Kansas Marital Satisfaction 척도

(Chung, 2004)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ʻ귀하는 배우자로서

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ʼ, ʻ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ʼ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불만족; 5 = 매우 만족)로 측정되었

다. 4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문항의 Cronbachʼs α는 

.925이었다. 우울은 Kessler et al.(2002)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척도(Kessler Psychological Distress Scale; K6)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해당 질문은 ʻ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ʼ, ʻ지
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ʼ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ʻ전혀 그렇지 않다ʼ (1)에서 ʻ매우 그렇다ʼ (5)의 5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6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우

울 변수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6문항의 Cronbachʼs α는 .923이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ʻ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ʼ
라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다. ʻ전혀 만족하지 못함ʼ (1)에서부

터 ʻ매우 만족함ʼ (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되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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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

을 분류지표로 잠재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LPA는 모집단 내에서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

(heterogeneity)인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Nylund-Gibson & Choi, 2018).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정보기준지수(AIC, BIC, sBIC), 정보의 

질 질수(Entropy), 모형비교 검증 결과(LMR-LRT와 BLRT p 값)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

인과 심리적 결과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접근법

을 사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독립변

수나 결과변수가 지표변수와 함께 모형에 포함될 경우, 잠재집

단 분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자 개발된 방

법이다(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2010). 예측변

수 검증에 있어서는 r3step 명령어를 사용하였고, 예측변수의 

결측치는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로 자료의 손실을 최

소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BCH 명령어를 활용하여 유형에 

따른 심리적 결과변수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가족 갈등과 향상, 일-양육 갈등과 향상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 분류의 질 지표, 정보

지수, 모형비교 검증 결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 개의 정보

지수에 해당하는 AIC, BIC, SABIC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적합

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Entropy는 .8 이상일 때, 분류의 질

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LMR-LRT와 BLRT는 경쟁모형과 상

대적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차이검증으로,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

단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는 

p 값의 유의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p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하다면 k개의 잠재집

단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Lo, Mendell & Rubin, 2001).

일-가족 갈등과 향상, 일-양육 갈등과 향상의 4가지 분류지

표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한 개씩 늘려가면서 모형의 합치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잠재프로파일 수가 4

개로 증가할 때까지 AIC, BIC 및 SABIC의 값은 감소하고, 

Entropy 모두 .8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잠

재프로파일 수가 4개일 경우,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로 전체의 5% 미만인 집단이 나타났다. 이에 분류의 질, 

정보지수 결과, 모형비교 검증 결과 지수들을 종합해 볼 때, 잠

재프로파일이 3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되어 이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각 잠재프로파일 전체 표본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및 일-향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 및 <그

림 1>과 같다. 먼저, 전체 표본의 평균을 살펴보면, 일-가족 향

상(M = 3.769)과 일-가족 양육(M = 3.627)은 보통 수준(3점)보

다 높았던 반면, 일-가족 갈등(M = 2.464)과 일-양육 갈등(M = 

2.654)은 모두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등 수준에 있어서는 미비한 차이이기는 하나 일-가족 갈등에 

비해 일-양육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상은 일-가

족 향상이 일-양육 향상에 비해 높았다.

프로파일 1(47.85%)은 일-가족 향상(M = 3.836)과 일-양육 

향상(M = 3.721)은 척도의 중간점수(3점)를 상회하면서, 표본

의 전체 평균에 비해 미비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일-가족 

갈등(M = 2.139)과 일-양육 갈등(M = 2.338)은 표본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약간 낮았다. 이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

할 때 갈등과 향상 모두에서 중간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간

형’이라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11.91%)는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할 때 향상 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갈등 수준은 가장 낮았다. 일-가족 갈

등(M = 1.461)과 일-양육 갈등(M = 1.517) 수준은 전체 평균

보다도 상당히 낮았고, 일-가족 향상(M = 4.298)과 일-양육 향

k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정 잠재프로파일별 비율(%)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 BLRT 1 2 3 4

1 3710.754 3743.644 3718.255 - - - - - - -

2 3281.964 3335.413 3294.156 .825 .000 .000 46.08 53.92 - -

3 3185.101 3259.107 3201.982 .824 .000 .000 47.85 11.91 40.24 -

4 3100.947 3195.511 3122.517 .857 .002 .000  2.01 46.50 39.49 12.00

주) k = 잠재프로파일의 수. AIC = Akaikeʼ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표 3>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양육 및 향상의 잠재프로파일분석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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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M = 4.288) 수준은 반대로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특성

을 고려하여 해당 집단은 ʻ향상형ʼ이라 하였다.

프로파일 3(40.24%)은 일-가족 향상(M = 3.533)과 일-양육 

향상(M = 3.321)은 척도의 보통 수준이지만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었다. 반면, 일-가족 갈등(M = 3.146)과 일-양

육 갈등(M = 3.365)은 프로파일 1과 2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더불어 갈등 점수가 전체 척도의 중간점수와 전체 평균을 상회

하였다. 즉, 다른 집단에 비해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바, ʻ혼재형ʼ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별 예측변수 분석결과

취업모의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변수 중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예측하는 변수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혼재형을 준거집단으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를 좋게 인식할수록 혼재형에 비해 중간형과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

을수록 혼재형에 비해 중간형과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 높았

다. 또한, 양육환경 적절성 수준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

족도가 높을수록 혼재형에 비해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다.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향상형에 비해 혼

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이 길수록 중간형과 향상형에 비해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경

우는 중간형에 비해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중간형을 준거집단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

가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인식할수록 중간형에 비해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양육환경이 적절할

수록,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에 만족할수록 중간형에 비해 향

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프로파일(%)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일-양육 향상

M(SE) M(SE) M(SE) M(SE)

1. 중간형(47.85%)  2.139 (0.043) 3.836(0.038) 2.338(0.050) 3.721(0.042) 

2. 향상형(11.91%) 1.461(0.078) 4.298 (0.082) 1.517(0.089) 4.288(0.110) 

3. 혼재형(40.24%) 3.146(0.040) 3.533(0.051) 3.365 (0.045) 3.321(0.048)

전체(N = 451) 2.464(0.717) 3.769(0.592) 2.654(0.777) 3.627(0.627)

<표 4> 잠재프로파일별 분류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 1> 잠재프로파일별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양육 갈등 및 향상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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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심리적 결과 변수 차이 검증

도출된 3가지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우울,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 모두 혼재형(M삶의

만족 = 3.333; M결혼만족 = 3.552; M직장만족 = 3.634)에 비해 중간형 

(M삶의만족 = 3.517; M결혼만족 = 3.828; M직장만족 = 3.878)과 향상

형(M삶의만족 = 3.883; M결혼만족 = 4.153; M직장만족 = 4.384)의 수

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중간형에 비해서는 향상형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대로, 우울의 경우 향상형(M = 1.467)에 비해 중간

형(M = 1.865)과 혼재형(M = 2.087)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간형에 비해서도 혼재형의 우

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혼재형에 비해 중간형, 중간형

에 비해 향상형의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만 전반적으

로 다른 유형에 비해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혼재형의 경

우에도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의 평균이 3점 이

상으로 보통보다 높은 편이고, 우울도 약 2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은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3학년 자녀가 있는 기혼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일-가족 향상, 일-양육 갈등 및 일-양육 향상을 

지표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형을 예측하는 개

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을 규명하고, 유형에 따

른 삶의 만족도, 우울, 결혼만족도 및 직장만족도에서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1. 중간형

(Ref: 3. 혼재형)

2. 향상형

(Ref: 3. 혼재형)

2. 향상형

(Ref: 1. 중간형)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계수 표준편차

개인 요인

  연령 -.032 .041 -.011 .079  .021 .079

  교육수준 -.021 .152 -.076 .311 -.055 .314

  월평균 가구소득 -.189 .340 -2.152** .749 -1.964** .766

  주관적 건강상태  .518** .181  .869* .433  .352 .446

가족 요인

  자녀수  .082 .208 .081 .390  -.001 .414

  자녀 학교적응  .516** .191 1.370*** .376  .854* .396

  지원가능 친인척 수 .072 .048 .074 .073 .002 .064

직장 요인

  사무종사자 여부  .103 .262 -.662 .665 -.765 .695

  근무시간 -.030* .013 -.117** .034  -.086* .035

지역사회 요인

  가족친화제도 이용여부 -1.019** .386 -.087 .661 .932 .686

  지원가능 이웃 수 -.138 .225 -.597 .410 -.459 .418

  양육환경 적절성 -.061 .233 1.066* .544 1.127* .567

  서비스인프라 만족도  .245 .200 1.230** .432 .984* .422
*** p ˂ .001. ** p ˂ .01. * p ˂ .05. 

<표 5> 잠재프로파일의 예측요인 분석결과(N = 451)

변수(범위)
중간형 향상형 혼재형

M (SE) M (SE) M (SE)

삶의 만족도(1-5) 3.517b (.055)  3.883c (.127) 3.333a (.057)

우울(1-5) 1.865b (.053) 1.467a (.132)  2.087c (.064)

결혼만족도(1-5) 3.828b (.048) 4.153c (.131)  3.552a (.067)

직장만족도(1-5) 3.878b (.044)  4.384c (.101) 3.634a (.053)

주: 아랫첨자 알파벳은 Mplus 프로그램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할 때 BCH 명령문을 사용하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임.

<표 6>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수 차이 분석결과(N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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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화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

-양육 갈등 및 향상은 혼재형(40.24%), 중간형(47.85%), 향상

형(11.89%)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에서 갈등 수준이 높은 유형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향상 수준이 높은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조수진·손서희, 2021; 

홍예지, 2021; Rantanen et al.; 2013; Yucel, 2021). 또한, 유자

녀 취업여성의 일-가족 향상 수준은 유형과 관계없이 비슷한 

반면, 일-가족 갈등 수준의 차이가 유형구분을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난 조수진과 손서희(2021)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국아

동패널 8차년도(2015년, 초등학교 1학년 시기) 자료를 사용하

여 맞벌이 남성의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양육 갈등 및 향

상의 유형화를 시도한 하문선(2018)에서도 일-가정 갈등집단

(35.3%), 향상집단(51.6%), 향상 우수집단(13.1%)의 세 유형이 

도출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는 하문선(2018)에 비해 중간형과 향상형 비중이 약간 낮은 

반면 갈등형 비중은 조금 더 높았다. 향후 연구에서 자녀의 학

년이 동일한 시기의 취업부와 취업모 각각의 일-가족·양육 갈

등 및 향상 유형 간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유형과 결과는 자녀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기혼 유자녀 여성근로자 전체의 일-가족 갈등 및 향상의 유형

화를 시도한 연구(조수진·손서희, 2021; 임한려·홍성표, 

2021)와 비교할 때 혼재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이 시기에 주목한 홍예지(2021)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를 사용하여 일-가족 갈등 및 향상, 일-

양육 가족 및 향상의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혼재형에 해당하는 상충형의 일-가족 갈등은 혼재형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고 일-양육 갈등은 오히려 혼재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취업모 

역시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만큼 직장과 가족

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가

족 요인을 토대로 유형화하는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차이를 살펴보거나, 잠재전이분석 등을 활

용하여 자녀의 성장에 따라 취업모나 취업모의 일-가족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의 예측요인

중간형, 향상형, 혼재형을 각각 예측하는 개인, 가족, 직장,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의 학교

적응 수준, 근무시간, 양육환경 적절성, 지역사회 서비스인프

라 만족도 등이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 수준 예측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와 월평균 가

구소득은 유형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일-가족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성미애와 기쁘다(2021)를 일부 지지한

다. 건강과 일-가족 갈등 또는 일-가족 향상 간에 유의한 관계

가 밝힌 선행연구(김성경, 2011; 김준기·양지숙, 2012)의 결과

와 유사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

할수록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초등학생 자

녀를 둔 취업모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차원의 지

원과 개입이 취업모가 조화롭게 직장과 가족생활을 영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향상형보다 중간형과 혼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높은 수준의 가구소득이 일-가족 갈등을 낮추고 향상

수준을 높이는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

서 상관분석 결과 가구소득과 임금, 임금과 근무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높은 수준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장시간의 근무, 높은 업무과부하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

으며,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소득이 오히려 일-가족 갈등을 수

반(김준기·양지숙, 2012)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 수준 예측요인 중에서는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

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의 유형 구분에 있어 자녀의 학교적응이 주요한 

예측변수임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학업성

적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의 일-가족 갈등과 

향상의 유형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한 하문선(2018)의 연구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직장 수준 예측요인 중에서는 근무시간이 세 유형의 

구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였다. 이는 직장요인 중 근무시

간이 유형구분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

(임한려·홍성표, 2021; 조수진·손서희, 2021)와 일치한다. 장

시간 근로는 취업모, 특히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역할을 중요

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여성근

로자의 일-가족 갈등과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

트레스원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근무시간

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에 관한 기업과 정

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족친화제도 이용이 취업모의 일과 가족 및 양육의 양립에 자원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일과 가족

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제도 이용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혼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반대

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당초 목표와는 반대로 일과 가족 및 

양육의 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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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선행연구에서도 재택근무제나 유연근무제의 경우, 직장

과 가족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일-가족 갈등을 높인다고 지

적한 바 있다(Kim et al., 2020). 추후 잠재전이분석 등 종단적

인 접근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예측요인 중에서는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가 높을수록 혼재형과 

중간형보다 향상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거주환경 안

정성과 가족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역할긴장 수준이 낮고 역

할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박주희(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나 안전성 측면에서 가족친화성이 높을

수록 가족으로부터 일로의 갈등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

과(김소영, 2018)와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특히, 초

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유형을 예측

하는 데 있어, 가족이나 직장영역 이외에도 지역사회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별 심리적 결과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우울,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

인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직장만족도는 향상형, 중간형, 

혼재형의 순서였고, 부정적인 측면인 우울은 반대인 혼재형, 

중간형, 향상형의 순서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 수준이 낮고 

향상 수준이 높은 유형에 속할수록 삶의 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장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가족 갈

등 수준이 높고 향상 수준이 낮은 유형에 속할수록 우울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기존 연구의 결과(김연하 외, 2019; 조

수진·손서희, 2021; Rantanen et al., 2013; Yucel, 2021)를 지

지한다. 특히 혼재형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모든 심리적 결

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 혼재형에 속하는 여

성의 일-가족 갈등과 일-양육 갈등의 수준이 척도의 절대적인 

수치로는 보통 수준에 가까웠지만,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갈등

수준이 높았던 집단이며, 이러한 특성이 심리적 결과 변수에서

의 유의한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본 연구의 핵심적인 성과는 

일-가족·양육 갈등과 향상을 모두 경험하는 혼재형의 발견에 

있다. 또한 갈등과 향상의 혼재형이 개인, 가족, 직장 관련 모

든 심리적 결과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점, 이러한 혼재형을 예

측하는 요인은 근무시간, 자녀의 학교적응, 양육환경 적절성 

및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만족도라는 점이 본 연구에서 실천

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지

속될 필요가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OECD 국가 기준 한국의 연

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1,687시

간)에 비해 연간 22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Statistics, 2020). 순위로 봐도 총 38개 회원국 중 3번째로 길게 

일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가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는 학부모 상담

이나 교육이다. 이에 학부모 상담이나 교육행사에 참여할 경우 

휴가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

재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

고 있으나, 가족돌봄휴가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

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어, 학부모 상담이나 교육행사로 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의 범위에 학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포함하는 노력을 통해, 학부모 역할수행으로 인한 휴가나 근로

시간 단축을 보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에서

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초기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지역사회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초기학령

기 자녀를 둔 취업모에게 있어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

비스인프라 이용의 만족은 긍정적인 일-가족 유형화 구분에 속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학문적,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어

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환

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어

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기혼남성의 일

-가족 양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초

기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부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

형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경우

만을 고려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상대적으로 돌봄에 

대한 외부적 지원이 부족한 초등학교 3학년에 주목한 점은 본 

연구의 강점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특성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른 초등학교 집단과의 비교가 요구된다. 셋째, 횡단 설계로 

유형과 관련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넷째, 

패널조사에 활용한 척도의 한계로 인해 가족·양육과 직장영

역 사이 전이의 방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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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일-가족 갈등·향상과 일-양육 갈등·향상이 구분

됨을 확인하였지만, 개념적으로는 두 요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와 시사점이 있

다. 먼저, 초기학령기인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들 

대상으로 이들의 일-가족 갈등·양육 및 향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일과 가족생

활 병행에 여전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돌봄에 대한 외부

적 접근이 더욱 제한적임에도 상대적으로 일-가족 연구 대상으

로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취업모의 일-가족과 일-양육 맥락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생활주

기를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에 비해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갈등과 촉진이 공존하는 혼재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의 예측변인

을 선정함에 있어,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한 일-가족 선행연구

에 근거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유형화 연구에서 한 두 가지 특

정 영역의 예측요인만을 고려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가

족, 직장, 지역사회 수준의 다양한 예측요인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예측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만족도와 같은 지역사회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것 역

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잠재집단별 심리적 

결과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심리적 복지에 

있어서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형별 차이를 규명함으로

써, 근로자의 일-가족·양육 유형화의 결과 측면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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