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415-432
https://doi.org/10.18398/kjlgas.2020.34.4.415

pISSN: 1738-7779

416「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eISSN: 2713-5438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윤성호(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의 변화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를 설명하는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은 0세 영아를 추적 조사한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
지 2,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는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서 개인들 간에 변화율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
생계부양형태보다 이인생계부양형태에서 자녀양육 참여의 감소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녀가 태어난 당시의 아버지 연령이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아버지 자녀양육, 생계부양형태, 자녀양육 참여 변화, 종단연구]

Ⅰ. 서론

최근 전통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아버지상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
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유지영, 2014). 또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프로그램 속 아버지는 아이들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함께 놀아주는 것은 물론 집에서는 아이들을 씻기
고 식사를 챙기는 등 다양한 돌봄을 수행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별분업이
데올로기에 갇혀 생계부양자로 국한되었던 아버지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아버지들은 이
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남성의 생계부양 역할이 옅어지고 여성
의 소득이 가족의 생계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어머니가 담당해 온 자녀양육을
부모가 함께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백진아, 2009; 김수정·조효진,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 또한 확대되어 왔다. 1995
년 아버지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008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 후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2008년), 가족돌봄휴가(2012년)를 도입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8S1A5B5A070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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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아휴직제도를 계속 확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크게 늘지 않았다. 2016년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은 전체의 8.5%(7,167명)에 머물렀고, 육아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중 남
성은 전체의 13.7%(37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7). 한편, <2019년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의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하루 평균시간은 남편이 1시
간 31분, 아내가 3시간 20분이었다. 평일은 남편이 1시간 15분, 아내가 3시간 29분이고 주말에는
남편이 2시간 4분, 아내가 2시간 56분이었다. 돌봄이 많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의 양육에 남성의
참여가 여전히 여성보다 적으며 그 차이가 2.2배 수준임을 나타낸다(통계청, 2020). 이 결과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설문에 81.0%(평균 4.1점)가 동의한 것과
달리 실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16).
정리하면 자녀를 돌보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의 확대, 자녀양육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의 확산, 이인생계부양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에 남성의 참여가 강조되고, 정
부도 여성에게 치우쳐 있던 돌봄 부담을 남성이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족 양립을 위
한 관련 제도를 확충해 왔다. 이에 따라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
지만 변화된 현실과 달리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는 여전히 크게 낮은 ‘지연된 혁명’의 상태에
(Hochschild, 2001)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유급노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떠안게 하고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1)
그동안 자녀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젠더 평등과 모
성에 주목하는 가족연구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백진아, 2009). 서구
에서는 젠더 관계, 남성 생계부양자의 임금 감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남성의 돌봄 참여
같은 가족생활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1970년대 이후 부성(fatherhood)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였다(Kelly, 2009). 한국사회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본격화되고 부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김혜영 외, 2008). 최근에는 남성의 자
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자녀양육을 경험한 남성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참여 실태는 어
떠한지, 자녀양육 참여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버
지의 자녀양육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맞벌이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가구의 부모가 각각 노동시장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자
녀양육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자녀의
나이, 아버지의 학력이나 성역할 인식 같은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를 설명하는 한계를 보이고,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처럼 여성을 1차적 자녀양육자로 상
1)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남성의 돌
봄 참여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기혼여성의 시점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돌
봄에 미숙하다는 통념을 강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성역할 규범을 모색하기
보다 생계부양자 남성과 돌봄 제공자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
판한다(강혜원 외, 2017). 결국 이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것은 자녀양육은 아버지들에게
여전히 ‘시도해볼만 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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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접근을 하고 있어 젠더 불평등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생계부양모델이 쇠퇴하고 이인생계부양모
델이 확대되면서 돌봄노동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배은경, 2009).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의 증가와 남성의 생계부양 기능의 약화라는 생계부양형태의 변화는 자녀양육에 있어
이분법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김연진·김수영, 2015), 자녀양육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나성은, 2014a)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실태를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어떻
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를 함께 고려해 개별가구의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역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 실태를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5차년도 패
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와 변화, 개별가구의 생
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의 변화 등을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ing)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의 부모가 노동시장에 각각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유형화되는 생계부양형태가 가구 내
에서 유급노동과 자녀양육을 둘러싼 가족 내 젠더관계를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버지가 자녀양육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자신의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노동시
장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가구
내 성별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아버지
의 자녀양육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는 것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아버
지의 참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모 각각의 노동시장 참여와 이에 따른 생계부양형태의 변화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
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생계부양형태와 자녀양육
1) 생계부양형태

생계부양자(breadwinner)란 의존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 밖에서 시장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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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금을 획득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Gill & Mattehew, 1995) 말한다. 한편, 생계
부양형태는 한 가구 내에서 누가 노동시장을 통해 생계부양을 하고, 누가 가사와 돌봄노동을 하
는지 실제 가구고용형태를 말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Hass et al., 2006; Warren, 2007). 그동안
가구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여러 생계부양형태가 논의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Lewis(2001)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의 쇠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
고,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FT: full time, PT: part time)와 돌봄형태를 기준으로 여섯 가지 유
형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생계부양형태는 남성생계부양모델(남성FT), 이인생계부양 1모델
(남성FT+여성 PT), 이인생계부양 2모델(남성PT+여성PT), 이인생계부양 3모델(남성PT+여성
FT), 이인생계부양 4모델(남성FT+여성FT), 여성가구주부양모델 등 6개로 구성된다. 이때 이인
생계부양모델은 남성의 전일제 근로와 여성의 짧거나 긴 시간제 근로 혹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시간제 근로와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전일제 근로를 의미한다. 한편, 여성이
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인생계부양 중에서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는 1모델과 2모델이 대부
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별분업에 주목하여 생계부양형태를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
석한 연구들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경희(2008)는 맞벌이 가구 젠더체제 유형의 도
출을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변수로는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부인의 유급노동시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부인의 무급노동시간, 가구소득, 무급노동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분담수준 등 6개이다. 분석결과 세 개의 집단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잠재적 이인양육자가구로 남편은 생계부양자역할로부터 가사 및 양육자 역할로, 부인은 가사 및
양육자역할로부터 생계부양자역할로 변화 중이다. 다음으로 수정 남성부양자가구는 부인의 소
득이 부차적이며 따라서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사 및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가구는 부인의 유급노동과 가사 및 양육의 이
중 부담이 높다. 이들 젠더체제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정 남성부양자가구가 가장 많아
51.6%에 이르렀고,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 가구는 24.4%, 잠재적 이인양육자가구는 24.0%로 나
타났다.
둘째, 김영미(2012)는 가구고용형태를 남편과 아내의 고용상태와 고용시간의 조합으로 유형
화하여 일곱 가지 형태를 제시하였다. 가구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남편 전일제와 부인 미취업의
남성생계부양자가구, 남편 전일제와 부인 시간제의 변형남성생계부양자 가구, 남편과 아내 모두
전일제인 전일제 맞벌이가구, 부인 전일제와 남편 미취업인 여성생계부양자가구, 남편과 부인
모두 시간제인 시간제 맞벌이가구, 남편과 부인 중 한 명이 시간제이고 다른 한 명은 미취업인
시간제 1인 소득자가구 마지막으로 무소득가구이다. 이러한 가구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국노동
패널 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생계부양자가구가 48.5%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맞벌이가
구가 35.6%로 나타났다. 한편,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생계부양자가구가 될 확률이 유
의미하게 컸다.
셋째, 김진욱과 최영준(2012)은 통계청의 1999년과 2000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해 남편
이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유급노동을 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둔 가족의 시간배분을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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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형으로 유형화 하였다. 일-가족 시간배분의 유형은 남편 혼자 유급노동을 하고 여성이 가
사와 돌봄을 책임지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모형,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대부분 떠맡는 이중노동부담모형,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이 가사와 돌봄 책임을 공유하는
협조적 적응모형, 남편이 혼자 유급노동을 하고 있지만 외벌이면서 가사와 돌봄노동을 부부가
분담하는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자모형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모형
이 1999년 58.0%, 2009년 57.9%로 큰 변화가 없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중노동부담모형은
25.8%에서 19.4%로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모형은 6.3%에서 15.0%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족친
화적 남성생계부양자모형도 6.9%에서 7.6%로 증가하였다.
넷째, 이순미(2014)는 한국노동패널 1차-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시기에 따라 네 개의 코
호트(1971-84, 1985-1990, 1991-1996, 1997-2009)로 구분한 뒤, 부부의 취업지속성 배열과 부인
의 노동경력 배열을 기준으로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1,784쌍의 배열을
최적일치법에 근거하여 유형화한 결과 1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이것을 남편 외벌이형, 일
시적 맞벌이형, 맞벌이 지속형, 부인 외벌이형, 주부양자 부재형의 다섯 개의 가구생계부양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남편 외벌이형이 44.2%로 가장 많고, 부인이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
하는 일시적 맞벌이형이 34.4%, 부부가 둘 다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한 맞벌이 지속형은 15.3%,
부인 외벌이형 3.7%, 주부양자 부재형 2.4%로 나타났다.
위에서 소개한 생계부양형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인생계부양의 확대에도 불구하
고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사회의 생계부양형태는 여전히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이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는 남성
생계부양형태에서 이인생계부양형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인생계부
양형태는 부부 각각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기되고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생계부양형태의 존재는 부부 각각의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동해온 성별분업의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여성이 전담하던 가사와 돌
봄의 부담을 어떻게 유급노동과 조화시킬 것인가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인 미취학 자녀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개별가구의 생계부양형
태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생계부양형태의 변화와 자녀양육

남성이 생계부양자로 남성 1인의 임금으로 가족 전체가 생계를 충족한다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남성과 여성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결혼한 여성은 노동시장 배제, 남
성에 의한 사회보장의 수급, 가정 내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성별분업을 가져왔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세상을 ‘집 밖’과 ‘집 안’
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유교적 전통과 직장에 헌신하는 노동자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근대화과
정에서 충실한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남성들도 이러한 규범적 행동에
자신을 일치시켜 스스로를 생계부양자로 인식했다(최지은·이숙현, 2015). 뿐만 아니라 훌륭한 생
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 권위를 획득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Kwon & Roy, 2007).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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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산업화 시기 생계부양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버지들은 자녀양육에 참여하기보다 자
신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버지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이라는 특정 기간에 중화학공
업 부문 대기업에 종사한 안정적인 고임금 남성노동자 가구에만 국한되는 것이었다(마경희 외,
2017). 현대조선의 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환경과 억압적인 노동통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노
동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위신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나
투쟁에 나서지 않았으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형태를 취했다(김준, 2010). 그 결과
일 중심적인 삶은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라는 규범을 내면화시키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번다는 의
식을 가지면서 정작 자녀양육은 소홀히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마경희 외, 2017).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쇠퇴를 가져왔
다. 이인소득자모델(Dual Earner Model) 혹은 성인노동자모델(Adult Worker Model)은 일할 능
력을 가진 모든 성인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전제로 한다. 가족을 위한 무급노동에 매
달리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노동시장에 참
여하며 일과 가족의 양립을 추구하는 것이다(이미화, 2018).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아버지
들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급격한 불안정화로 남성은 고용불안에 직
면하게 되었고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동안 가정 내 가사와
돌봄노동을 전담하던 여성이 유급노동에 나서게 되면서 이인생계부양모델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아버지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는 사이에
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녀양육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최지은·김현경, 2019).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남성들에게 강한 규범으
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젊은 세대와 중산층에 속하는 남성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외, 2017).

2.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인생계부양가구를 중
심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해 살펴 본 연구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아버지
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양육 수행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은 생계부양자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며 직접 자녀양육에 참여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돌보는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부성 역할
을 수용하고 있었다(양소남, 2013; 김정환·이선이, 2014; 나성은, 2014a; 나성은, 2015). 둘째, 아
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방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적극적 참여와 최소한도 참여의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나성은, 2014a; 김정환·이선이, 2014; 김양지영, 2016). 셋째, 아버지들
의 자녀양육 참여의 내용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도와주거나, 나들이를 하는
등 어머니의 공백을 메워주거나 돕는 것이었다(백진아, 2009; 나성은, 2015).
다음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아버지들의 경험을 통해 자녀양육을 살펴 본 연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421

구들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동기와 조건, 육아휴직 이용의 걸림돌, 자녀 양육의 내용 등을 살
펴보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고, 고생하는 아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자녀양육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홍승아·이인선, 2012; 강혜경, 2013; 김진욱·권진, 2015; 김연진·김수
영, 2015). 둘째,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
들은 육아휴직을 노는 일로 여기거나 심지어 1년 동안 편히 쉬는 안식년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
었다(강혜경, 2013; 나성은, 2014b).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로 여겼
으며 반대하거나 철회를 권유하기도 했다(홍승아·이인선, 2012; 나성은, 2014b; 김진욱·권진,
2015; 김연진·김수영, 2015). 또한 부모님과 친족들도 남성이 할 일이 아니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윤경·민웅기, 2012; 김연진·김수영, 2015).
셋째, 육아휴직 남성들의 자녀양육 내용은 놀아주기와 쇼핑하기처럼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행위
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김혜영 외, 2008). 하지만 일상적 자녀양육은 물론 돌봄 관련 가사노동까
지 모든 영역의 돌봄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다(조윤경·민웅기, 2012; 김진욱·권진, 2015; 김연
진·김수영, 2015).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주요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의 미취학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
였다(송유진, 2011; 주은선 등, 2014, 안미영 외, 2020). 한편, 아버지들은 자녀양육 참여의 필요
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박철순·고은미, 2018). 둘째,
영유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2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4세까지 감소하였다(서미정·최은
실, 2017).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
록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송유진, 2011; 김진욱·권진, 2017; 서미정·최은실, 2017) 미
취학 아동, 맞벌이, 성역할 인식 등이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김진욱·권
진, 2017). 한편, 노동시장 참여 특성이 젠더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 전일제 여
부, 맞벌이 여부 등은 성별에 따라 자녀양육시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주은선 등,
201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남성들은 여전히 생계부양자로서 책임을 중시하며
자녀양육 참여에는 둔감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둘째,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는 일이
많아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 중심적이며 조직을 우선시하는 직장문화의 영향
을 받는다. 남성들은 자신의 취업은 필수이지만 아내의 취업은 선택이며 자녀는 어머니가 키우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참여의지가 높지만
그들이 일하는 직장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며 남성의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결국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를 돌볼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
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취업, 아버지의 학
력 및 성역할 인식 등이 자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자녀양육에는 여전히 젠더 불평등이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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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가 어떠한지를 경험적으로 검
증하고자 하는 종단연구로 구체적으로는 부모 각각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조합에 따라 개별
가구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떠한가?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떠한가?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생계부양형태
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차-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총 2,078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패널조사
는 동일한 문항을 동일한 대상자에게 매 조사시점마다 반복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만, 아동은 생애주기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조정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1차에서 5차까지 조사되었
으며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5세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홍
성례(1995)가 사용한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척도를 수정하여 부모역할 영역의 6문항 중 미취학아동
기에 적합한 4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남편은 아
이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의 문항에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였으며, 4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생계부양형태이다. 생계부양형태는 Lewis(2001) 등이 제시한 생계부양
형태를 원용해서 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아버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어머니는 집에 머
무는 ‘남성일인생계부양’,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인생계부양’, 어머니 혼
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일인생계부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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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는 투입하
고자 한다. 자녀의 특성으로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아버지의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만족
도, 아버지의 양육관을 투입하며,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원수와 가구소득을 투입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분석방법은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ing)이다. 다층
성장모형은 먼저, 변화과정을 측정한 종단자료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며, 개인 간 차이 뿐 아니
라 개인 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내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추정하여 변인 간 관계에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나 측정시점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 성장변화에 유연한 접근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층성장모형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1차에서 5차 중 한번이라도 조
사에 참여한 사례는 분석에 포함한다.
이렇게 반복측정자료를 활용한 개인의 변화는 2수준의 다층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수준
은 각 개인의 발달이 고유한 성장 모수를 갖는 성장궤도로 표현되고, 개인의 성장 모수는 2수준
모형의 결과변수가 된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다층성장모형은 변화함수를 추정
하는 1수준 모형과 개인차를 설명하는 2수준 모형으로 구성되며, 발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무조건성장모형을 검증한 후에 무선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 되면 조건성장모형을 구
성해서 설명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다(강상진, 2016).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
조건성장모형을 검증한다. 선형모형과 이차함수모형을 비교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
에 대한 최적 추정모형을 판단하고자 한다. 무조건 성장모형을 통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면 개인차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해 시간변수, 통제변수, 그리고 독
립변수인 생계부양형태를 투입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5.0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1,568명(72.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대는 312명(14.51%), 20대는 270명(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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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가구원 수는 3인이 855명(41.15%), 4인이 812명(39.08%)으로 대부분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804명(40.34%), 고등학교 졸업 546명(27.40%), 전문대 졸업 420명(21.07%),
대학원 이상 200명(10.03%), 중학교 졸업 이하가 22명(1.15%)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은
평균 321만 1천 4백원이었으며 구간으로 살펴보면 200-299만원이 633명(29.44%)으로 가장 많았
다.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이 530명(27.65%), 500만원 이상이 383명(17.81%), 300-399만원이 371
명(17.26%), 400-499만원이 233명(10.84%) 순이었다.
항목

구분
30세 미만
30~34세
(부)연령 35~39세
40~44세
45세이상
중졸 이하
고등학교졸
(부)학력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 이상

<표-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70
875
693
137
175
22
546
420
804
200

% 항목
구분
N
%
12.56
3인
855 41.15
40.70 가구원수 4인
812 39.08
32.23
5인
291
14
6.37
6인 이상 120 5.77
200만원 미만 530 27.65
8.14
200-299만원 633 29.44
1.15
27.40 가구소득 300-399만원 371 17.26
400-499만원 233 10.84
21.07
500만원 이상 383 17.81
40.34
10.03
평균
321.14

2. 기술통계
연구의 주요 변수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기술통계치는 <표-2>와 같다. 다층모형은 정
규분포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왜도가 절대값 2미만 첨도 절대값 4미만으로 정규분포의 조건이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

양육참여1
양육참여2
양육참여3
양육참여4
양육참여5

<표-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1860
1890
1766
1697
1668

3.58
3.64
3.72
3.61
3.57

.81
.88
.84
.81
.79

-.31
-.35
-.35
-.27
-.31

첨도

-.20
-.52
-.48
-.36
-.33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아동패널 5개년도의 자료로 1차년에는 1860명, 2차년에는
1890명, 3차년에는 1766명 4차년에는 1697명 그리고 5차년에 1668명이 응답하였다. 다층분석은
결측치를 고려한 분석방법이므로 불완전 사례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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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분석

<표-4> 선형모형 분석결과

1) 무조건모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설명변수
와 시간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분석하였다. 무조건모형은 각
개인에 따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면 시간변수를 투입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개인 내 변화와 개인 간 변화를 증명하
는 전제가 된다. 이를 표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   




2수준





    



 ∼    

σ2는 시간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총변량을 의미하며 τ00는 개인 간 변량을 의미한다.
무조건모형의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개인의 총변량과 시
점에 따른 변량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CC 값은 59.1%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
여 전체 변량 중 59.1%가 개인 효과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무조건모형 분석결과

절편
3.631

2) 선형모형

1수준분산
(개인 내)
0.2823

2수준분산
(개인 간)
0.408

ICC
0.591

무조건모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서 초기치 분산과 변화율 분산의 유의성이 확인되
어 무조건모형의 1수준에 시간변수를 투입한 선형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종단적 변화를 추정하고 개인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확인함으로써
2수준에 독립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선형모형 분석 결과는 <표-4>와 같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치는 3.645이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변화율 초기치는 -.007로 자녀의 출생 이후 성장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
육 참여에서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버지의 자
녀양육 참여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를 다음 단계에서 투입할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 자녀
양육 참여 수준이 높았던 아버지가 자녀양육 참여가 낮은 아버지에 비해 이후의 자녀양육 참여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coef.
3.645***
-0.007
0.471***
0.013*
-0.027**

S.E
.018
.004
0.020
.001
.004

3) 조건모형

무조건모형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 양상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 개인수준(2수준)에서의 독립변수 추가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수
를 투입하여 조건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5>와 같다. 연구모형은 3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모델 1】은 무조건성장모형의 1수준에 시간의존적 변수인 생계부양형태를 투입
하여 개인 내 차이를 설명한다. 【모델 2】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학력,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양육관, 가구소득, 가구원 수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과 변화
율에서 개인차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1수준 변수와 시간의 상
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1수준:
         생계부양형태      

  ∼   

2수준:
     연령   학력   결혼만족도   양육관   가구원수   가구소득  
     연령   학력   결혼만족도   양육관   가구원수   가구소득  

먼저 【모델 1】은 생계부양형태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시간과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의 평균은 3.62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평균 변화율은
–0.009(p<.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생계부양형태의 변화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이인 생계부양형태로 변화할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델 2】에서 생계부양형태의 변화를 투입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의 초기값
과 변화율에 개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수준에 시간 독립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2.17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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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0.008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이 높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전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인 생계부양형태로 변화할 경우 자녀
양육 참여시간 변화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부양형태가 아버지자녀양육 참여의
개인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2수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자녀양
육 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초기값은 3.6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평균 변화율은 –0.004로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에는 아버지의 학력, 결혼만족도, 가구원 수, 가
구소득이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율에는 생계부양형태가 영향을 미쳤다. 시간변
수와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 참여의 초기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량에서는 연
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연령이 낮을수록 변화율이 느리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5> 조건모형 분석결과

fixed effect
초기값(절편)
부 연령
부 학력
부 결혼만족도
부 양육관
가구원수
가구소득(log)
시간(변화율)
생계부양형태(남성일인생계)
이인생계
여성일인생계
부 연령
부 학력
부 결혼만족도
부 양육관
가구원수
가구소득(log)

모델 1
coef. SE

모델 2
coef. SE

모델 3
coef. SE

3.629*** 0.017 2.177***
0.000
0.085***
0.189***
-0.033
-0.068**
0.087*
-0.009+ 0.004 -0.008

0.283 3.641 0.019
0.005 0.005 0.005
0.018 0.093*** 0.020
0.027 0.203*** 0.029
0.036 -0.024 0.038
0.020 -0.078*** 0.022
0.042 0.078+ 0.046
0.005 -0.004 0.007

0.056** 0.020
0.055 0.056

0.023
0.069

0.059*
-0.059

0.074*
0.069
-0.003*
-0.006
-0.011
-0.007
0.008
0.012

0.034
0.116
0.001
0.006
0.008
0.011
0.0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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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effect
초기값
시간(기울기)
level-1 error

0.395
0.008
0.263

0.015
0.001
0.005

0.367
0.010
0.259

0.017
0.001
0.006

0.367
0.009
0.259

0.017
0.001
0.006

Ⅳ.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로 개별가구의 생계부양형태가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이인생계부양자모델로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계부양형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시간과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버지의 자녀양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
이 높았고,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초기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 생계부양형태로 변화할 경우 자녀양육 참여시간 변화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부양형태가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의 개인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의 자녀양육 참여에 있어서 개인들 간에는 변화율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생계부양형태보다 이
인생계부양형태에서 자녀양육 참여의 감소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태어난
당시의 아버지 연령이 자녀양육 참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감소하는 가
운데 남성생계부양형태에 비해 이인생계부양형태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자이자 부양자로서 여성의 삶의 방식이 남성의 규
범으로도 확대된 보편적 양육자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모델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자녀양육 책임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직업이 조직화 되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받는다(Fraser, 2000). 앞으로 이인생계부양형
태의 확대 속에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가족정책은 바로 보편적 양육자모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책임이나 참여가 어머니에 비해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의 영향과 질적으로 다르다(Pruett, 2000). 이것은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
지의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이십여년 동안 아버지의 자
녀양육 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에 참여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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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부담의 덫에 빠진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노릇’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하게 하고,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허은, 2017). 따라서 이인생계부양형태의 확대라는 변화에 대응
해 남성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가족 양립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야근
이 일상화되어 있는 노동문화를 바꾸고 노동시간의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인생계부양형태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해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아버지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많
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들이 영아기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진 지체 등의 부담이 큰 육아휴직을 보완하는 보다 유연한 육아휴가 또는 시
간제 근무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인생계부양형태의 가족 특성에 따른 돌봄 수
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소득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양육 참여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전하는 프로그램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아버지상’의 대두와 이인생계부양의 확산 속에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
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모 각각의 노동시장 참여와 이에 따른 생계부양형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의 역동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정책 수요가 있는지 밝힐 수 있었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를 유인하는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적 개입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보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행된 자녀양육연구를 아버지의 참여로 확대하고,
그동안 아동돌봄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시적인 계량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자녀
양육 실태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조합해 분석함으로써 돌봄에 있어서 젠
더 불평등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수준은 어머니가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아버지에게 직접 자녀양육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것은 4차 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또
한 생계부양형태를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보다 세
밀하게 분석하고자 했으나 자료의 한계로 남성일인생계부양형태, 이인생계부양형태, 여성일인생
계부양형태 등 세 가지 생계부양형태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앞으로 이인생계부양형태 내의 차이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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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尹成鎬)

A Longitudinal Study on the Change of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Yoon, Seong-Ho

This study has been verified by applying Multilevel Growth Modeling to see if the
change in breadwinner model explains the change in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0 fathers using the data from the first to fifth years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PSKC) data that tracked and surveyed 0-year-old infants.
The results shown no change in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over time.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change between individuals in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The difference is found to be slower in the dual earner model than in the male
breadwinner model. In addition, the age of fathers at the time of their children's birth
affected the change of arrangement for childcare.
[Key Words: Father's Involvement for Childcare, Breadwinner Model, Change of
Involvement for Childcare, Longitudin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