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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 유형

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에서 당연시되던 성별

에 따른 가족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아버지에 참여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고(J. Kim & J. H. Lee, 2005; S. -M. 

Lee & H.-Y. Min, 2007).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의 만족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K. Kim, 2014; D. Terry, T. 

McHugh, & P. Noller, 1991).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적

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자아

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

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

혀져 왔다(J. H. Choi, 2002; W. S. Grolnick &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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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parent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the children’s participation in housework. 154 fathers and their 5th or 6th grade children living in Jeju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echnique.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the 

fathers reported greater alliance in their coparenting, they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child rearing. Fathers’ involvement 

significantly predicted greater housework participation of their school-aged children. Higher levels of undermining and gate-

keeping in coparenting were associated with less father involvement, which in turn, predicted less housework participation 

by their children. Gatekeeping also directly predicted lower levels of housework of children. Father involvement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children’s housework. The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intervention pro-

grams promoting coparenting and father involvement we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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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iacsek, 1994; Y. Kim, 2007; K. W. Kim & I. S. 

Lee, 1998; M. E. Lamb & C. S. Tamis-Lemonda, 2004; 

H. -J. Lee, 2004; B. A. McBride, S. J. Schoppe-Sullivan, 

& M. H. Ho, 2005; M. -S. Yang, 2005). 특히 아동기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자녀

의 성역할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H. H. Jeong & 

K. S. Choi, 1995), 아버지 자녀 양육이 아동의 현재 및 

미래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

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과 같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일상의 과업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경우, 자녀의 

태도 및 가치관 뿐 아니라, 실제 가족생활 관련 과업에 

대한 자녀의 참여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Y. Hu, 2015).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및 자녀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

여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양육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초등학교 자녀의 가족생활 참

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

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교 자녀의 가족 내 

가사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아동기 중기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고 성역할 

태도에 따른 활동선호 및 역할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

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S. M. McHale, A. C. 

Crouter, & C. J. Tucker, 1999), 부모의 공동양육과 아버

지의 양육참여에 의해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자녀의 

가사참여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가사노동은 일상생활

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활동으로 가정의 모든 물

적·인적자원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노동

력 재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S. J. Moon & O. H. Chae, 1998). 자녀

의 가사참여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학습하는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교육적이고 개인발달적인 의미와 함께, 

가족구성원 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부모-자녀 간 긍정적 

유대관계를 증진하며, 전체적인 가족생활에 기여하는 활동

으로서 가족발달적인 시사점도 가진다(S. O. Cho, 2002; 

H. S. Jang, 2004; S. K. Jeon, 2008; E. -H. Min & S. 

-M. Kim, 2008; K. Y. Wie, 1992). S. K. Jeon(2008)에 따

르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부모자녀 간의 관계의 입장

에서 아동의 가사참여를 바라보았을 때, 입시 위주의 교

육 제도와 자녀를 노동력으로 보지 않는 가치관 등은 아

동기 자녀의 가사참여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파악된다. 하지만 집안일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나 

세대에 관계 없이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과업임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교육의 차원과 바람직한 가

족역할의 정립의 차원에서 아동의 가사참여는 교육적 가

치를 내포하고 있다. 

아동의 가사노동 참여를 예측하는 원인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하다. S. L. Cha(2001)은 기존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로 부모자녀 간의 의무와 기대 또는 권위와 조직적 구

조 등의 사회적 자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의 

격려 또한 자녀의 집안일 수행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

며, 부모의 성역할태도나 보상, 역할모델의 제시 등에 의

해 자녀의 가사참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실

증적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가사노동 참여

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가

족돌보기 등의 영역에서 가사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S. -H. Lee, 2003). 국외 연구에서도 아버

지가 가사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기 자녀 특

히, 남아의 경우 가사참여 시간이 증가함이 밝혀졌다(M. 

Evertsson, 2006; Y. Hu, 2015).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가사활동에 대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는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Y. Hu(2015)는 아버지의 가사참여가 자녀의 실제 

가사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로 가족이라는 근접 맥락 

내에서의 모델링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주

로 자녀의 가사참여를 부모의 가사노동의 분담정도나 시

간이라는 구체적인 변인과 연관하여 살펴보았으나, Y. 

Hu(2015)가 제시한 모델링의 기제를 고려한다면, 보다 광

범위하게 부모가 양육과 관련된 역할을 협력적으로 공유

하고, 서로의 양육행동을 지지하며,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가족원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보다 유연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 역시 가

족생활의 한 부분인 가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가능

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녀양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취하는 태도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 역시 예측하는 인

과적인 경로를 이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에

서는 이러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미흡하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파악함에 있

어 J. H. Pleck(2007)은 아버지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하거나, 하나의 추가적인 사회적 자원으로서 자녀 발

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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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1986)의 생태학적 이론과 J. Belsky(1984)

의 과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해석하였

는데,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하나의 근접과정

(proximal process)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하도록 주변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 환경의 영향을 전달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아버

지의 양육과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족원과의 관계의 특성이나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시 자녀 발달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가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과정으로서의 아

버지의 양육참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M. E. 

Lamb & C. S. Tamis-Lemonda, 2004). R. Parke(2000)

는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가치관, 부모됨의 시기, 자녀 기

질 등 개인적인 수준의 요인에서부터,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수준의 요인, 그리고 직장,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들 역시 소득 및 교육

수준, 또는 어머니의 취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Y. 

-M. Lee & H. Y. Min, 2007),이나 결혼만족도(J. -Y. 

Chae, 2011), 성역할태도(J. S. Lee, 2003)와 같은 요인들

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예측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원인을 규

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정보 및 책임을 부부가 공유하고,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지 또는 저항하는 정도에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M. E. Feinberg, 2003; C. Hoffman & 

M. Moon, 1999; B. A. McBride & G. L. Brown et al., 

200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서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만의 관계를 벗어나 어

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는 공동양육(coparenting)의 

개념이 등장했다(M. E. Feinberg, 2003; S. Kim & H. 

-S. Doh, 2001; J. P. McHale, 1997; I. S. Park & E. Y. 

Nam, 2015). M. E. Feinberg(2003)는 공동양육을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맺는 관계적 특성을 의

미하며,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나타내는 지지와 조화 또

는 방해 및 부조화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공동양육은 개

인이 특정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중복 또는 공유되는 책

임을 가질 때 발생하며, 가족체계 안에서 두 부모가 자녀

를 양육하는데 한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

다. M. E. Feinberg(2003)에 따르면 부모가 가지는 공동

양육태도는 부모의 태도와 양육 방식을 통해 아동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요소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족

체계 안에서 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팀으로 협

력할 수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은 가족

체계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행동이 가지는 개별적 영향 뿐 아니라,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내는 파트너쉽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형성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 있다 (Y. -S. Byeon, 2012; S. Kim & H. -S. 

Doh, 2001; I. S. Park & E. Y. Nam, 2015;  S. J. 

Schoppe-Sullivan, A. H. Weldon, J. Claire Cook, E. F. 

Davis, & C. K. Buckley, 2009).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본래 

이혼이라는 맥락에서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아

이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전 배우자의 

지지와,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J. Fagan, M. Barnett, E. Bernd, & V. Whiteman, 

2003; J. M. Sobolewski & V. King, 2005). 최근 들어서

는 이혼부부 뿐 아니라 양부모 가족 내에서 부모의 공동

양육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으며, 부모가 가지

고 있는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M. E. Feinberg, 2003; S. Kim & 

H. -S. Doh, 2001; J. P. McHale, S. Salman-Engin, & 

M. D. Coovert, 2015; S. J. Schoppe, S. C. 

Mangelsdorf, & C. A. Frosch, 2001). M. E. 

Feinberg(2003)는 양부모 가족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양

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양

육 관련 합의, 역할의 분담, 지지 또는 사기저하, 그리고 

공동가족관리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J. P. 

McHale(1997)은 공동양육이 가족통합, 질책, 갈등 및 훈

육의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J. Fagan and R. 

Kaufman(2015)은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를 크게 동맹, 사

기저하, 그리고 문지기의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구분에 따르면 문지기역할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하거나, 아버지가 담당할 수 있는 양육의 영역까지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또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 사기저하 또는 

비협력적 공동양육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태도를 반영하는 영역이다(J. 

Fagan & R. Kaufman, 2015). 비록 학자에 따른 영역 구

분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는 양육과 관련된 의견의 공유 및 합의, 상대의 양육에 

대한 지지나 비난 그리고 배우자의 양육을 제재하거나 방

해하는 태도로 공동양육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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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

버지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공평하다

고 믿을수록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연구결과가 존재한다(E.-J. Han & S. -A. Kim, 2007). 또

한, 부모가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정도 역시 공동양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양육

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며, 결정과 권위를 존중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에 따라 상대의 양육참여를 지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양육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

을 물음으로써 양육행동에 대한 사기를 꺾는 태도를 보이

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양육에서 경쟁적인 태도를 나타내

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파악된다(M. E. Feinberg, 

2003). 선행연구결과들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 및 가사

참여를 지지하거나 이에 대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도맡아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경

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양육 및 

가사노동에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S. M. Allen & A. J. 

Hawkins, 1999; M. F. De Luccie, 1995; B. A. McBride, 

G. L. Brown et al., 2005; S. J. Schoppe-Sullivan, G. L. 

Brown, E. A. Cannon, S. C. Mangelsdorf, & M. S. 

Sokolowski, 2008; Y. C. Tu, J. C. Chang, & T. F. Kao, 

2014).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간

섭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은연 중에 방해하게 되며, 결국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활동

에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혀졌다(J. -Y. Chae, 

2011; S. I. Cho, 2010). 또한 부모가 공동양육에서 보이는 

조화와 간섭 또는 갈등 등은 자녀의 문제행동(S. J. 

Schoppe et al., 2001)이나 정서조절(I. S. Park & E. Y. 

Nam, 2015) 역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

만 기존의 연구는 부모의 공동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부모의 양육수행을 관찰하고 사

회화할 수 있는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

으로 연구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양육 

중 어머니의 문지기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공동양육의 다른 측

면인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나 배우자의 사기저하 등 비협

력적인 공동양육의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여 공동양

육의 다양한 측면이 가지는 개별적인 영향력의 유형을 별

도로 살핀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부모의 공동양육태

도가 아버지에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

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가사참여를 예측하는 

인과적인 관계는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으나, 이들 변인 간

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공

동양육태도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초등학생 자녀의 가

사참여 간에 다음의 개념적 모형과 같이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Figure 1>). 연구의 

개념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자녀의 가사참여 간에 유의한 관

계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를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1. 부모가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증가하며, 이는 자녀

의 적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2. 부모가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감소하며, 이는 자녀

의 소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2-3. 부모가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감소하며, 이는 자녀

의 소극적인 가사참여를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Figure 1. The conceptual model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 이전에 초등

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아버지 각 15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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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과 그들

의 아버지 설문지 각 200부를 배부하였고, 각 154부의 자

료를 수거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우선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5학년 54

명(35.1%), 6학년 100명(64.9%)이고, 성별은 남아 86명

(55.8%), 여아 68명(44.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

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분야에서는 사무직 

37명(24.0%), 자영업 35명(22.7%), 기능·숙련공 22명

(14.3%), 농업·어업·임업 18명(11.7%), 기타 15명(9.7%) 

전문직 10명(6.5%), 경영·관리직 9명(5.8%), 판매 서비스

직 8명(5.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에서는 전일

제취업 79명 (51.3%), 전업주부가 47명(30.5%), 시간제 취

업 28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소득은 30

0～400만원 이하 43명(27.9%), 500만원 이상 42명(27.3%), 

400～500만원 이하 33명(21.4%), 200～300만원 이하 24명

(15.6%), 100～200만원 이하 8명(5.2%), 100만원 이하는 4

명(2.6%)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133명(86.4%), 

확대가족 15명(9.7%), 기타 6명(3.8%)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 Dyer et 

al.(2015)의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를 수정·번역하여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변인인 협력적 요인 5문항, 비

협력적 요인 3문항, 문지기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문지기 요인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

문항을 제외한 2문항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서의 역할에 대한 행동과 생각을 아내가 긍정적인 반응으

로 보이거나 함께 공유·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영역으

로 ‘아내와 나는 서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행동과 생각에 대하

여 아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반박하는 내용들로 

‘아내는 내가 부모로써 하는 행동에 부정적인 발언이나 

농담, 비꼬는 말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가 아내로 인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저지 또는 방해받는 내용들로 ‘아내로 인해 나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들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공동양육태도에서 협력적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비협력적 요인에 대

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문지기 요인에 대한 신

뢰도는 Cronbach’s α = .86 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Y. -S. Kim(2007)

의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인 여가활동 9문항, 생활지도 8문

항, 가사활동 7문항, 학습지도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긍정적인 참여도를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운동하기, 영화 

관람하기, 외식하기 등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반영하였고, 생활지도는 자녀에게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 

설명하기,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기, 만들기 어려운 일을 

함께 돕기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지도로 구성하였다. 

가사활동은 집안 청소도우기, 고장 난 곳 수리하기, 세탁

하기 등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활동을, 학습지도는 자녀의 

학교 숙제 도와주기, 자녀의 학원 선택 함께하기 등 자녀

의 학습적인 지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여가활동 요인에 대한 신

뢰도는 Cronbach’s α = .82, 생활지도 요인에 대한 신뢰

도는 Cronbach’s α = .85, 가사활동 요인에 대한 신뢰도

는 Cronbach’s α = .81, 학습지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2 이었다. 

3) 자녀의 가사참여

아동의 가사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S. O. Cho(2002)

이 개발한 가사참여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의 하위변인인 의생활 요인 10문항, 식생활 요

인 10문항, 주생활 요인 10문항, 가족돌보기 요인 8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하

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한다(5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사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중 ‘의생활’영역은 스스로 옷을 입고 정리하

거나, 입은 옷은 세탁기로 가져가는 내용을 포함하며 ‘더

러워진 옷은 빨래 통에 넣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식생활’영역은 간단한 간식은 스스로 만들어 

먹거나 식사 후 남은 반찬은 냉장고에 넣는 등 정리하는 

내용들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밥을 내가 챙겨 먹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생활’영역은 내 방은 스

스로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간단한 정리정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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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포함하며 ‘내 방 정리를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돌보기’영역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형제·자매·남매 간 일을 돕는 내용들을 포함하며 ‘

가족의 심부름을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가사참여에서 의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 식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주생활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 가족돌보기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 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만 연령,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

부, 월평균가구소득, 그리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통제변

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1, 

비취업=0의 더미변수로 사용하였고,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학력연한(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

졸=18)으로 변환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

한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

째,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분석

분석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분석변인의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공동양육태도의 평균 점수는 2.58(SD=2.77)로 나타

났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협력적 양육태도 3.78

점(SD=4.24), 비협력적인 양육태도 2.15점(SD=2.53), 문지

기 양육태도 1.8점(SD=1.55)으로 공동양육태도의 하위요

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 비협력적 공동양육, 문지기 공동

양육 순으로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평균 점수는 3.59(SD=4.06)

로 나타났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습지도 3.59

점(SD=4.06), 생활지도 3.46점(SD=5.29), 여가활동 3.43점

(SD=5.49), 가사활동 3.16점(SD=5.02)으로 학습지도, 생활

지도, 여가활동, 가사활동 순으로 학습지도에 대한 양육참

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 스스로 지각한 

자녀의 가사참여의 평균 점수는 2.66점(SD=8.34)로 나타났

고,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식생활 2.79점(SD=9.62), 

주생활 2.78점(SD=9.99), 의생활 2.61점(SD=7.14), 가족돌

봄 2.45점(SD=6.62) 순으로 식생활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

녀의 가사참여의 하위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우선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r=.288에서 

r=.384의 범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Variables Measurement Subscales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Coparenting
Fatherhood Research and Practice Network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 (J. Dyer et al., 2015)

Alliance 5 .92

Undermining 3 .82

Gatekeeping 2 .86

Father Involvement Father Involvement Questionnaire (Y. S. Kim, 2007)

Leisure 8 .82

Life skills 9 .85

Housework 7 .81

Academic 6 .82

Child’s 

Housework

Child’s Housework Participation Questionnaire

(S. O. Cho, 2002)

Clothes 10 .79

Food 10 .88

Home 9 .88

Family caring 8 .84

Table 1.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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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인 사이에는 r=-.281에서 r=-.370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지기 공동

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는 여가활동과

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하위영역과는 

약하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

지가 서로의 양육참여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더 보이고, 

비난이나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아버지는 더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간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가사

활동 중 의생활(r=-.188, p < .05), 주생활(r=-.194, p < 

.05) 및 가족돌봄(r=-.192, p < .05)의 영역에서 참여가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문지

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 가사참여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아버지 가사활동, 

생활지도 및 여가활동과 자녀의 주생활 영역의 가사참여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사참여의 수준도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가사

활동 및 자녀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가사활동 중 의생활, 식생활 및 가족돌봄에 대한 참여 간

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였다.

2. 협력적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본격적인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으로 

구성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녀의 가사참여의 변인 구

Variables Min Max M SD

Coparenting

Alliance 1.00 5.00  3.78 4.24

Undermining 1.00 5.00  2.15 2.53

Gatekeeping 1.00 4.00  1.80 1.55

Father Involvement

Leisure 1.13 5.00  3.43 5.49

Life skills 1.00 5.00  3.46 5.29

Housework 1.00 5.00  3.16 5.02

Academic 1.16 5.00  3.59 4.06

Total 1.07 5.00  3.41 4.97

Child’s 

Housework

Clothes 1.00 4.90  2.61 7.14

Food 1.00 5.00  2.79 9.62

Home 1.00 5.00  2.78 9.99

Family caring 1.00 5.00  2.45 6.62

Total 1.00 5.00  2.66 8.3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Table 3.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the analytic variables  (N=154)

　 1. 2. 3. 4. 5. 6. 7. 8. 9. 10.

1.

2. -.545**

3. -.320** .448**

4. .311** -.308** -.099*

5. .384** -.333** -.127* .853**

.288** -.281** -.050 .844** .870**6.

.375** -.370** -.259** .813** .856** .789**7.

.137 -.188* -.086 .263** .271** .240** .301**8.

.021 -.085 -.114 .130 .116 .117 .159* .709**9.

.073 -.194* -.143 .266** .242** .214** .264** .684** .789**10.

.139 -.192* -.089 .202* .226** .169* .249** .640** .755** .773**11.

1. Alliance 2. Undermining 3. Gatekeeping 4. Father involvement-housework 5. Father involvement-life skills 6. Father involvement-leisure 

7. Father involvement-academic 8. Child’s housework-clothes 9. Child’s housework-food 10. Child’s housework-home 11. Child’s 

housework-family caring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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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잠재변인으로 측정모

형을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는 χ
2=1.827(p=.015), CFI=.974, TLI=.961, RMSEA=.069로 측

정모형 구성이 적절함을 나타내었다. 잠재변인에 대한 관

측변인의 요인적재량 역시 .72에서 .93의 범주로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부모의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

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바탕

으로 결과를 종합한 모형은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2.49(p=.093), CFI=.988, 

TLI=.981, RMSEA=.042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χ2값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여 제시한 

연구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 포함된 경로들의 통계적 검증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본 결과, 아

버지가 인식한 공동양육태도가 협력적일수록 아버지의 양

육참여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 =.434, p < .05).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

생 자녀가 가족 돌봄 및 가정 내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가사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3, p 

< .01).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β =.033, n.s.). 

3.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

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결과를 종합한 모형은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모형의 모델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가 

χ2=62.026(p=.100), CFI=.988, TLI=.981, RMSEA=.042 로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제시한 연구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델에 포함된 경로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

과(<Table 5>),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와의 공동양육태도

가 비협력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 =-.672, p < .001).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

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스스로 가사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51, p < .05). 부

모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β =-.317, n.s.). 

              

Figure 2. Structural Relations among Alliance,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Table 4.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Alliance

Paths   B S.E.  β

Alliance → Father involvement     .542* .092 .434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68** .101 .293

Alliance → Child’s housework    .034 .116 .033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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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지기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

다음으로 문지기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초등학생 자녀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는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포함

하는 분석결과는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전 모형

들과 유사하게 모델적합도는 χ2=64.09(p=.073), CFI=.986, 

TLI=.978, RMSEA=.045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모델에 설정한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공동양육태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Figure 3. Structural Relations among Undermining,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Table 5.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Undermining

Paths B S.E.  β

Undermining → Father involvement  -.342** .157 -.672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33* .099  .251

Undermining → Child’s housework -.151 .192 -.317
*p < .05, **p < .01.

              

Figure 4. Structural Relations among Gatekeeping, Father Involvement and Child’s Housework 

Notes. Paths from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shown. All the factor loading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at p < .001.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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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가로막는 문지기 

역할을 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β =-.687, p < .01).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초등학생 자녀가 의식주생활을 비롯

하여 가족돌봄 등의 가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63, p < .01). 앞선 두 공동양육태도 변인과

는 달리,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에 유의

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β =-.634, p < .05).

5. 부모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의 검증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에 

있어 아버지 양육참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strapping)을 활용하여 간

접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동양육태도 하위

변인의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의 협력적 공

동양육태도(β =.097, p < .05),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β

=-.077, p < .05), 어머니 문지기 공동양육태도(β =-.051, p 

< .05) 모두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가 아

버지의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초등학생 아동

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이를 위해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154명의 초등

학교 5, 6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매개로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EM) 분석으

로 공동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자녀 가사참여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 아버

지 양육참여, 자녀의 가사참여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변수

들 간 상관관계를 탐색한 결과,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척

도인 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모든 하

위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비협력적 공동

양육태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문지기 공동

양육태도의 경우, 아버지 양육참여 하위요인 일부와 약하

지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의 양육참여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더 보이고, 비난

이나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수록, 아버지는 적극적으

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지

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 가사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 간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

녀의 가사활동 중 의생활, 주생활 및 가족돌봄의 영역에

서 참여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공동양

육태도와 문지기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와 유의

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자녀의 

주생활 영역의 가사참여를 제외하면, 아버지가 가사활동

에 적극적이고 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때 자녀들 또한 의생활, 식생활 및 가족돌봄 등 

Table 6.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Gatekeeping

Paths B S.E.  β

Gatekeeping → Father involvement   -.211** .266 -.687

Father involvement → Child’s housework   .237** .095  .263

Gatekeeping → Child’s housework  -.178* .302 -.634
*p < .05, **p < .01.

Table 7. Decomposition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Alliance  → Child’s housework  .252  .097* .123

Undermining → Child’s housework -.145 -.077* -.222**

Gatekeeping  → Child’s housework -.138 -.051* -.171*

The statistic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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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는 아버지

의 양육참여 수준을 예측하며, 이는 다시 자녀의 가사참

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협

력적인 공동양육태도를 가질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증

가하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가사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가 비협력적 공동

양육태도를 가지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을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문지기 역할을 담당할 때, 아버지는 자녀

의 양육에 소극적이며, 아버지의 소극적 양육참여는 자녀

의 가사참여의 감소를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하고 격

려할 때, 아버지가 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이나 여가활동

을 비롯하여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 및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아버지

의 양육행동을 비난하거나 양육참여 자체를 막는 태도를 

가질 때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특성은 아버지

의 양육참여라는 행동적 측면을 통하여 자녀의 가사참여

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밝혀 온 선행연구결과(S. M. Allen 

& A. J. Hawkins, 1999;  J. -Y. Chae, 2011; S. I. Cho, 

2010; E. -J. Han & S. -A. Kim, 2007; Y. Hwang & H. 

Kim, 2015; S. J. Schoppe-Sullivan et al., 2008; Y. C. 

Tu et al., 2014)를 지지하며, 아버지의 가사노동참여가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예측한다는 Y. Hu(2015)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예를 들어, E. -J. Han and S. 

-A. Kim(2007)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 양육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인식할 때 

실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

가 아버지 양육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버지

의 양육참여 정도가 높아지는 반면(Y. Hwang & H. 

Kim, 2015),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을 꺼려하거나 방해

하는 문지기 역할을 나타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M. 

Allen & A. J. Hawkins, 1999)와 양육효능감(Y. Hwang 

& H. Kim, 2015)이 낮아진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S. J. Schoppe-Sullivan 

et al.(2008)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관리하는 

행동에 따라 실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정도

가 상이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협력적 

공동양육태도 및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

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룬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아

버지의 역할을 깎아내리거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

미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미흡하게 다루어진 어머니의 

특성으로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비협력적 공동양육태

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의 가

사참여 시간 간의 관계를 밝힌 Y. Hu(2015)의 연구와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가사

노동 시간을 살핀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사참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양육참여를 살펴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

대했다고 볼 수 있다. Y. Hu(2015)가 모델링의 기제를 강

조하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가사참여 행동의 세대 간 전

이를 살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습을 돌보거나 

자녀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관여가 아동기 자녀의 가사참여라는 보다 적극

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촉진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

여, 단순한 모델링 뿐 아니라,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자녀

의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미치는 아버지 역할의 가능

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도덕적 

교사, 경제적 부양자, 성역할의 모델 등의 아버지 역할로

부터 현대사회에 들어서 새로운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논의한 M. E. Lamb(2007)의 주장

을 지지한다. 즉, 자녀 양육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아버

지의 역할이 아동기 자녀의 생활습관 형성 및 가족관계의 

건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H. S. Jang, 

2004; S. K. Jeon, 2008). 동시에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밝혀져 왔던 공동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 그리고 아

버지 양육참여와 자녀 발달이라는 경로를 연결하여 그 관

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협력적 공동양육태도와 비협력적 공동양육태도는 

자녀의 가사참여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아버

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문지기 태도가 강할수록, 자녀의 

가사참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방해하거나,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려는 행동에 자녀가 노출될수록 자녀 역시 가정 내

에서 스스로 담당하거나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사노

동에 대한 분담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

은 교육이나 중재를 통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공동양육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이 성공적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

다(Y. H. Cha, 2013; J. P. McHale, M. R. Waller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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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2012; A. F. Shapiro, E. Y. Nahm, & J. M. 

Gottman, 2011).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재프로그램이 아버지 자신 뿐 아니라 자녀에

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J. Fagan 

& A. Iglesias, 1999), 다양한 교육, 상담 또는 중재프로그

램의 개발을 통해 전체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모

의 공동양육태도와 자녀의 가사참여 간의 관계에서 유의

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적 공

동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비협력적 양육태도와 문지기 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부적으로 예측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다시 자녀의 가

사참여 정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부모가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상대의 

양육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비난하는 태도나 양육참여를 

방해하는 태도를 적게 보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

이 높아지며, 이는 곧 자녀의 가사참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어 자녀 또한 다양한 가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다 광범위

한 맥락의 특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

버지의 양육참여가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J. 

H. Pleck(2007)의 해석을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

여 정도는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가족관계

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

에 기여하는 근접과정(proximal process)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 부

모의 결혼관계의 특성(G. Bouchard & C. M. Lee, 2000; 

S. Kim & H. -S. Doh, 2001)이나 부부 간 의사소통(M. 

Jeong, S. K. Kang, & M. J. Kim, 2015), 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리(J. -Y. Chae, 2011)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한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역시 양육참여를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시사

하였다. 종합하면, 부모 간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부부 관

계가 보다 협력적인 공동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긍정

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추후연구

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관련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

이 실시된다면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기제를 밝혀낼 수 있을 것

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설명하는 변

인과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탐색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자녀가 가

사일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 발달 뿐 아니라 가족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존의 주장(H. S. Jang, 

2004; S. K. Jeon, 2008; E.-H. Min & S. -M. Kim, 

2008)을 고려할 때, 자녀의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아버지와 그 

자녀를 함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

별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 역시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 및 요인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척도의 타당성에 있어서 한

계점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

버지가 지각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선행연구에 따르

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공동양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역시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었으므로(E.-J. Han & S. -A. Kim, 2007), 추후 연구에서

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연결하는 보다 심도 있는 관계

를 설정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공동양육태도에 대

한 어머니의 지각 역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

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공동양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자기상대방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등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한다면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영향력을 보다 풍부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공동양육태도의 측정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활

용하였다. 변화하는 부모의 공동양육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척도를 선정하였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

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신뢰도 역시 우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공동양육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

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

고,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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