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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10차년도(2017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업모 7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과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

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방법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보였다(ß=.164, t=4.078, 

p<.01).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ß=-.134, t=-3.438, p<.05).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부분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을 높이기 위한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취업모, 일･가정 양립 이점요인,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l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the 

effect of working mother compatibility on spouse satisfaction. To that end, 727 employed workers who 

were kept samples until the 10th year (2017) were analyzed out of the data from the Korea Children's 

Panel Survey. Data analysis was perform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regularity verification, and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performed. In addition, the three-step method of Baron & 

Kenny (1986)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advantages of working mothers' work-in-home compatibility have had a static 

impact on their spouse satisfaction(ß=.164, t=4.078, p<.01). Second, the conflict between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has shown an amulet (-) impact on their spouse satisfaction(ß=-.134, t=-3.438, p<.05). 

Third, the partial sell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verified in the process of the effect of the factors 

of conflict and advantages of working mothers on their spouse satisfac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mothers with working families suggest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o enhance spous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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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는 이혼 등의 이유로 가족 해체가 높아지

면서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만족도는 결혼 당사

자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며, 일과 가

정에서 건강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다. 우리 사회의 

기혼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

기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의 온전한 역할수행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여성인구는 2,284만 

명이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1,189만 명으로서, 경제

활동참가율이 52.9%에 이르고 있다[1]. 특히 2018년 

기준 기혼여성 취업자는 55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취업모는 208만 명으로 

기혼여성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다[2]. 기혼여

성의 취업자는 대부분 자녀의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이는 경력단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이는 취업모의 경제활동참

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운 현

실적 상황에 부딪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4].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의해 취업모는 증가

하고, 그 중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운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취업모가 

일･ 가정 양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5]. 또한 정부와 기업

은 취업모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출산, 돌봄, 

유연근로, 일하는 문화, 기타 평등기회에 있어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2]. 이렇듯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

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6]. 나아가 

취업모의 자기계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일･가정 양립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7]. 취업모가 경력단

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쪽의 지원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한 방편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 속에서 자신의 이점을 확

보하고[8], 배우자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

요할 것이다.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는 현대사회의 산

업화와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배우자만족도

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모의 삶에서 일･가정 양

립에 있어서 배우자만족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는 결혼한 이후 일상생활에 

서 배우자에 대한 주관적 감정･태도를 의미한다[10]. 

즉 결혼생활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상대방에 대해 만족

하는 정도를 말한다[9]. 

우리나라의 배우자만족도는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만족도는 71.3%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만족도

는 58.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5]. 또한 남편이 아내보다 배우자만

족도가 높다는 연구[11], 남편의 배려가 많을수록 배우

자만족도가 높다는 연구[12]에서 보듯 아내가 남편보다 

배우자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배우자

만족도는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만족도 등의 개념과 혼

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13], 이와 관련된 연구는 외국

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14,15].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일과 가정 내에서 배우자만족도의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 연구하고 있다[16-19]. 

이러한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연구대

상을 기혼여성으로 한정한 경우[4,7,9,20-22]와 기혼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11-13,16-19]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11,17,23]와 

부부갈등, 여가, 배려 등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12,16-19,23]가 보고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9,13,20]도 보고되었다. 이어서 취업여부에 따른 배우

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2,24]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자녀 유무, 배

우자의 학력, 직업, 경제상황, 종교 등과 배우자의 상호

작용으로 의사소통, 성만족도, 가사역할분담 등과 같은 

요인들이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

듯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시 이

점요인과 갈등요인으로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선행연구를 토대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독립변수로 선

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한 취업모가 자녀에 대

한 인식에 따라 이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갈

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독립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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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을 매개변수로 활용한 것은 

독립변수의 요인들이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할 상황

에서 사회적 지원의 관계에 따른 배우자만족도를 파악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일･가정 양립으로 선정하며 

하위요인으로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으로 취업모가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함께 보내는 시

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모는 일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며 자녀에게도 더 좋은 어머니라고 

느끼는 것 등이 이점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8]. 취업모

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민감성과 따뜻함, 보육의 질 등

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5]. 취업모의 일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8,26,27]보

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2]가 많지 않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여겨진다. 

또한 일･가정 양립은 취업모로서 일 하는 것이 자녀

에게 부담을 주거나, 힘든 일로 인해 자녀에게 좋은 부

모가 되기 어렵다는 죄책감을 갈등요인으로 본다[8]. 부

부는 갈등요인으로 해당하는 학령 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

활에 큰 위기를 직면하며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9]. 

그리고 갈등요인은 기혼여성의 배우자만족에 있어서 

취업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22], 취

업모의 56.1%가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취업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3]. 이

렇듯 갈등 요인은 취업모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큰 이

유 중 하나로[6]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만족

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다[9]. 이는 취업모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시간 부족의 이유로 상대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취

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결과들로 어

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고충으로 작용

한다[25,28].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지원은 취업모가 함께 살지 않

는 친가, 인척, 지인들로부터 낙심하거나 우울로 인해 

대화상대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그리고 몸이 아파 집안을 부탁해야 할 경우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

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원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한 발표

[5]와 가족, 친지, 친구로부터 정서적･정보적･물질적 지

지를 받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29]에서 보듯

이 취업모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우자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녀 양육스트레

스와 취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현재 배우자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요소에 관한 연구[22], 학령기의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사회관계망의 구조 및 기능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21]. 즉, 취업모의 배우자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관점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만족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갈등요인이 높더라도 사

회적 지원의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로 인하여 배우자만

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에서 배우자만족도에 

대해 특정 지역, 포괄적인 대상에 치중한 것에서 벗어

나고자 대표성을 지닌 아동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하위

요인인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배우

자만족도에 중요하게 여긴 다양한 특성의 영향력에서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에서 검증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등

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사회

적 지원을 매개로 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

을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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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

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하여 배우자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 시 이점요인과 갈

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지

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한국아동패널연구 10차년

도 자료에서 2017년 10차년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

업모 7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08년도 1차 조사에서 2,150명

의 신생아가구를 표본 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층화다단계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에 대한 척도는 Marshall, 

M. L. & Barnett, R. C.[30]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

패널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가정 양립 

의 이점요인에 관한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감

사히 여기게 한다’,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 시 이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35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이루어졌다. 

2.3.2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

일･가정 양립 시 갈등요인에 대한 척도는 Marshall, 

M. L. & Barnett, R. C.[30]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

패널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가정 양립 

의 갈등요인에 관한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 주는 것 같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 

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 내가 하고자 했던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내 자녀에 대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의 업무가 방해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어머

니로서 받는 보상을 놓치게 된다’, ‘내가 일하느라 힘들

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놓을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76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질문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2.3.3 배우자만족도

배우자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Chung, H[31]이 개발

한 KMSS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한국아동패널에서 이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만

족도 척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하는 배우자인 남편에 대

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생활에 대해

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배우자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자녀의 아

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만족’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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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4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Lee[32]가 개발한 척도로 응답자가 함

께 살지 않는 친가, 외가, 식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

에 관한 질문으로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

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 준다’,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

께 걱정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원 체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질문문

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설계하

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배우자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에 관련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과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SPSS 19.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

도분석을 하였으며, 주요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

다. 둘째,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

요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

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3단계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자녀의 성별은 ‘남학생’이 375명(51.6%), 여학

생 352명(48.4%)이며, ‘모 연령’은 ‘30대’ 350명

(48.1%), ‘40대 이상’ 369명(50.8%)으로 40대 이상이 

더 높았다. ‘부 연령’은 ‘30대 166명(22.8%)’이며 ‘40

대 이상’ 553명(76.1%)으로 40대 이상이 더 높았다. 

모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83명

(38.9%)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교 졸업’이 198명

(27.2%) 순이다. 부의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교 졸업’

이 307명(42.2%)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 189명(26.1%)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320명(44%)으

로 가장 높았다. 월수입은 ‘500만원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437명(60.1%)으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가 124명(17.1%), ‘300만

원에서 400만원이하’가 74명(10.2%), ‘300만원이하’

가 47명(6.5%)으로 분포되어 있다.

Classification N %

Child's

Gender

Male 375 51.6

Female 352 48.4

Mother’s 

Age

Under 40 350 48.1

Over 40 369 50.8

Father’s 

Age

Under 40 166 22.8

Over 40 553 76.1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5 25.4

College 198 27.2

University 283 38.9

Graduate School 61 8.4

Fa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9 26.1

College 151 20.8

University 307 42.2

Graduate School 78 10.7

Missing 2 .3

Mother’s 

health 

condition

Not Health 76 10.5

Average 290 39.9

Good Health 320 44.0

Missing 41 5.6

Monthly 

income

Less then 3million won 47 6.5

3million won~4million won 74 10.2

4million won~5million won 124 17.1

More then 5million won 437 60.1

Missing 45 6.2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병행 시 이점요인과 갈등요

인, 배우자만족도, 사회적 지원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량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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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00 5.00 3.600 .623 -.462 .824

2) 1.00 5.00 2.583 .554 .113 -.394

3) 1.46 5.00 3.913 .901 -.288 .198

4) 1.00 5.00 3.705 .843 -.966 1.325

1) work-to home good 2) work to home conflict 3) social support 

4) marriage satisfac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727)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은 평균값이 3.600

(표준편차=.6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평균값이 2.583(표준편차=.554)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평균값은 3.913(표준편차

=.901)으로 높음을 볼 수 있으며, 배우자만족도는 평균

값이 3.705(표준편차=.843)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

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

원, 배우자만족도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왜

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보다 작아 정규분포

를 이루고 있다. 

3.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은 Table 3과 같다. 취업모의 

일･가정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

우자만족도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본 결과 기준치인 0.80이상 되는 변수는 없

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배우

자만족도와 상관성에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r=.238, p<.01), 사회적 지원(r=.185, p<.01)과는 정

(+)의 상관성을 보였고,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

(r=-.204, p<.01)과는 부(-)의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이며,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r=-.316, p<.01)은 부(-)의 상관성을, 한편으로 사회

적 지원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r=.306, p<.01)과

는 정(+)의 상관성을, 갈등요인(r=-.211, p<.01)과 부

(-)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의 사회적 지원 요인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이점

요인이 높다는 것이며, 갈등요인은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5,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0)

1) 1

2) -.001 1

3) -.009 .463** 1

4) -.039 -.039 -.029 1

5) -.017 -.063 -.035 .637** 1

6) -.027 .001 -.033 .047 .087* 1

7) -.006 .016 .004 .331** .321** .082* 1

8) -.031 .011 -.007 .060 -.015 .161** .101** 1

9) -.002 -.039 .007 -.013 .009 -.175** .032 -.316** 1

10) .036 .138** .057 .061 .021 .112** .137** .306** -.211** 1

11) -.080* .063 .040 .160** .143** .229** **.209 .238** -.204** .185**

1) Child's Gender 2)  Mother’s Age 3) Father’s Age 4) Mother’s Education 5) Father’s Education 6) Mother’s health condition 

7) Monthly income 8) work-to home good 9) work to home conflict 10) social support 11) marriage satisfaction

3.4 위계적 회귀분석 검증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이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력과 설명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

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와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

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를 투입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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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립 시 이점요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취업모의 

주관적 건강상태(ß=.250, t=6.786, p<.001), 월수입

(ß=.129, t=3.336, p<.001), 일･가정 양립 시 이점

(ß=.192, t=5.201, p<.001)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

치는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취업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으

로 설명된다. 1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17.8% 정도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통제하고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을 투입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은

(ß=-.141, t=-3.714, p<.001)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

다. 1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

(ß=-.077, t=-2.149, p<.05)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 건강상태(ß=.233, t=6.368, 

p<.001), 월수입(ß=.144, t=3.736, p<.001), 일･가정 

양립의 이점(ß=.152, t=3.986, p<.001)요인은 배우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2단계에서 일･가정 양립

의 갈등요인은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19.6%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변화된 설명력은 1.8%로 유의

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취

업모의 사회적 지원(ß=.078, t=2.026, p<.05)은 배우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1단

계, 2단계에서 투입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동 성별

(ß=-.082, t=-2.268, p<.05),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ß=-.133, t=-3.496, p<.001)은 배우자만족도

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ß=.230, 

t=6.293, p<.001), 월수입(ß=.134, t=3.472, p<.001),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ß=.132, t=3.372, 

p<.0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3단계

에서는 사회적 지원 변수는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20.1%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변화된 설명력은 

0.5%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여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상대적

인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

인, 이점요인, 사회적 지원의 순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

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갈등

요인이 낮을수록 배우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 사회

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Marriag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β) t B(β) t B(β) t

(constant) 1.490*** 6.948 2.057*** 7.860 1.747*** 5.776

Child's Gender -.114(-.071) -1.940 -.125(-.077)* -2.149 -.132(-.082)* -2.268

Mother’s Age .116(.072) 1.754 .108(.067) 1.651 .090(.056) 1.372

Father’s Age .023(.012) .298 .024(.013) .317 .028(.015) .362

Mother’s Education .068(.080) 1.660 .069(.080) 1.692 .068(.079) 1.668

Father’s Education .039(.047) .993 .035(.043) .912 .036(.043) .916

Mother’s health condition .303(.250)*** 6.786 .284(.233)*** 6.368 .280(.230)*** 6.293

Monthly income .117(.129)*** 3.336 .131(.144)*** 3.736 .122(.134)*** 3.472

work-to home good .223(.192)*** 5.201 .184(.152)*** 3.986 .160(.132)*** 3.371

work-to home conflict -.147(-.141)*** -3.704 -.139(-.133)*** -3.496

social support .109(.078)* 2.026

R2 .178 .196 .201

R2change .178 .018 .005

Adjusted R2 .168 .184 .188

F change 16.981 13.718 4.106

Durbin Watson 1.99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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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marriage satisfaction

B(β) t B(β) t B(β) t

(constant) 3.309*** 20.840 3.238*** 14.141 2.728*** 9.469

Mother’s Education .237(.266)*** 7.199 .238(.194)*** 4.993 .200(.164)*** 4.078

Child's Gender -.096(-.127)*** -3.427 -.152(-.144)*** -3.705 -.141(-.134)*** -3.438

work-to home good .237(.266)*** 7.199 .238(.194)*** 4.993 .200(.164)*** 4.078

work-to home conflict -.096(-.127)*** -3.427 -.152(-.144)*** -3.705 -.141(-.134)*** -3.438

social support .157(.112)*** 2.892

R .329 .275 .295

R2 .108 .076 .087

F 43.977*** 27.625*** 21.405***

*p<.05, **p<.01, ***p<.001

3.5 매개모형 검증 

3.5.1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 검증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과정을 활용하였다. 각 단계

에 투입된 변수들은 1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

과 갈등요인을 투입하여 사회적 지원 변수를 검증하였

으며,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

인을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에서

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요인

을 동시에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하였다. 

Table 5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요인을 투입한 결과, 일･가정 양립

의 이점요인(ß=.266, t=7.199, p<.01)은 취업모의 사회

적 지원에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갈등요인(ß=-.127, 

t=-3.427, p<.01)은 사회적 지원에 부의 영향을 주었

다. 즉,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높다는 것이며, 갈등요인이 높을수록 사

회적 지원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32.9%로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투입하여 배우자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ß=.194, t=4.993, p<.01)은 취업모의 배우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갈등요인(ß=-.144, 

t=-3.705,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

다. 배우자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7.5% 정도이다.

3단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배우자만

족도를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

요인(ß=.164, t=4.078,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갈등요인(ß=-.134, t=-3.438, p<.05)은 

배우자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매개변수인 사

회적 지원(ß=.112, t=2.892, p<.01)은 배우자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원은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이 종속

변수인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배우자만족도 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

자만족도에 미치는 회귀계수가 2단계의 ß=.194, 

ß=-.144에서 3단계에서 ß=.164, ß=-.134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

인은 사회적 지원을 부분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Between Variable Z p

work-to home good⟶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2.2941*** .001

work-to home conflict⟶social support⟶

marriage satisfaction
2.3041*** .001

***p<.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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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 

2008년도 1차조사에서 2,150명의 신생아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2017년 10차년도까지 표본이 유지된 취업모 

7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 요인이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을 분석

하였다. 이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이 높

을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2,25-27] 등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를 위한 정부의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7)을 개정함으로써 본격

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근로

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출산, 돌봄, 유연근로, 

일하는 문화, 기타 평등기회에 있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으로 작용하여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수행

하여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취업모가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지원

을 받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

화 해소에 도움을 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 실천의 필요성이 요청된

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시 이점요인과 관련된 재원과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함

께 고려하여 취업모를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를 분석하

였다. 이에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갈등요인이 높을

수록 배우자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3,9,22,25,30]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갈등요인이 높다는 것은 일･가정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갈등요인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모가 일･가

정에서 양립하는 특성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

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 정책적 협의를 통해 취업모

가 가정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

여야 한다. 이어 유연성을 높이는 기업문화 조성을 통

해 적극적으로 가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

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취

업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녀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

인이 사회적 지원을 매개하여 배우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을 검증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과 배우자만

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밝힌 연

구[9,21,22]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남성 배

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밝힌 연구[29]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34]는 사회

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을 매개로 한 일･가정 양

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과 배우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실증적으로 논

의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원

이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 갈등요인과 배

우자만족도 간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친가, 인척, 지인

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이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원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발표[2]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이로써 취업모가 지역사회의 종교기관과 민간사회

단체를 통한 상담과 관계 맺기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담당할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 주거, 의료, 생활, 교

육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고 홍보하여 가입시키며, 물가

의 안정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끝으로 통제변수인 아동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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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등은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의 자녀가 여자일

수록, 취업모가 건강할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자

녀문제, 건강문제, 수입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배우자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

하였다. 이에 교육정책, 의료보장과 일자리에서의 고용

안정성, 유연성 등에 정부와 기업의 배려와 지원이 현실

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취업모를 연구한 [9,23,33] 등의 선

행연구를 토대로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

으로 구분하여 취업모에 있어 배우자만족도를 높이고

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취업

모의 일･가정 양립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이 배우자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처음으로 밝

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사점과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의 이점요인과 갈등요인을 패널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취업모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자녀만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에 의한 횡단연구를 통해서 

취업모의 배우자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취업모는 일･가

정 양립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종단연구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배우자

만족도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이

점요인과 갈등요인, 사회적 지원 등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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