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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모감독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

료는 여성가족부의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며 이 가운데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자

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117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첫째,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감독 수준

은 높아졌으나 부모감독은 자녀의 삶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한부모가

족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으며 자아존중감은 자

녀의 삶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보

내는 시간은 자녀의 삶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한부모가족의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보

내는 시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부모가족, 자녀와의 시간, 부모감독, 자아존중감, 삶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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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에 한 사회적 관심 역시 증가하여 왔는데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

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표될 수 있다(남현주 외, 2013).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 

자녀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부모가족 자녀를 비교하여 한부

모가족 자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 또는 학교나 일상생활에서의 부적

응 문제들을 보고하여 왔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자녀는 양부모가족 자녀에 

비해 비행이나 반항 등의 외현화 문제와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 그리고 다양

한 사회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다(김민강 외, 2012; 김선아, 2011; 김현숙 2015, 2016; 

민하  외, 2008; 홍순혜, 2004). 그러나 이에 한 반론 역시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은 

한부모 자녀와 양부모 자녀가 자아존중감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한부모가족 

여부는 자녀의 정서 및 생활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김광혁, 

2010; 류경희, 2003; 이경은⋅이주리, 2008). 

이와 같이 상반되어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실제로 가족구조

의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크기와 그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정적 문제를 비교하여 부각하기보다는 이들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적응문제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

에 한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강성률 외, 2015). 

이에 최근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표적인 외적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를, 내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임선 (2017)은 청소년의 삶 만족 수준에 있

어 중요한 것은 한부모가족 여부 등의 가족구조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및 청소년 자

녀 개인의 심리상태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성률 외(2015)는 한부모가족 자녀

들이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 삶의 질과 생활에 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 한편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을 형성하는 내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외적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의 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가지는 친

한 관계와 원활한 의사소통, 부모의 지도감독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충분한 시간 등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지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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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석소현⋅신성희, 2010; 정병삼, 2010; 정익중, 2007; Offer, 2013). 

이 가운데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

표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배지아 외, 2016; 송유진, 2011; 장혜주⋅임지 , 

2013; 정재민, 2007).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

우 중요하다. 양육자와의 충분한 시간은 자녀의 심리적 복지와 정서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

공한다(이주연, 2012; Crouter et al., 2004; Offer, 2013).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도 자녀들

은 또래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이

는데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함께하는 활동은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근한 관계를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Offer, 2013). 더욱이 한부모가족 자녀와 같이 가족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역

할변화의 스트레스가 높은 위험이 있는 경우 양육자와의 충분한 시간을 통한 상호작용

은 자녀에 한 부모감독 수준을 높여 자녀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강부자 외, 2012; 김현숙, 2016) 자녀의 심리와 생활의 안정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의 공유시간에 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한

부모가족을 상으로 자녀와의 시간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이 부모감독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 수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각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자녀와의 시간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몰입하면서도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

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근한 관계형성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조정기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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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Larson and Richard, 1994; Offer, 2013에서 재인용). 이에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이나 청소년 문제에 한 연구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의 향에 해 주목하여 왔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量)과 질(質)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부모와의 시간이 충분할 때 사회에 적응하는 태도와 행

동방식을 보다 잘 습득하게 되고 양육자와의 신뢰 및 애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

기 때문에 부모와의 시간은 의사소통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엄경주⋅윤채 , 

2017; 지효숙, 2007). 한편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공유된 시

간, 즉 의미있는 상호작용 역시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란 동일

한 장소에서 동일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여가시간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다(Crouter 

et al., 2004). 여가를 함께 하면서 부모와 자녀는 즐거운 기억과 감정을 나눌 뿐 아니라 

서로의 생활에 해 더 잘 이해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화시간과 여가활동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향에 해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적으로 Kim and 

Brody(2005)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외현화 또는 내면

화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음을, Offer(2013)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

적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Bulanda and Majumdar(2009)는 부모와 

화관이나 박물관 등에 함께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한국의 연구에서는 정소희(2013)가 자녀와의 화시간이 자

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학업성적에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재민(2007)

은 자녀와의 화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성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배지아 외

(2016)는 부모와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향을 줄 수 있음을 보

고하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 혼자서 생계와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의 과중으로 인해 시간의 압박을 경험하기 쉽다. 이들 여성이 보편적으로 경험

하는 어려움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이라는 용어로 묘사되며(노혜진⋅김교성, 2010; 

오혜은, 2017) 이 가운데 특히 시간의 빈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부적응 및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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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생활태도 변화가 주로 한부모가족 여성(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왔다. 부분의 한부모가족 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매우 강하나1)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와의 상

호작용이 부족하고 자녀에 한 교육이나 보호⋅감독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김현숙, 2016; 남현주 외, 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자녀의 54.4%

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으며, 집에서 혼자 있는 초등자녀의 약 40% 정도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6) 이는 

아직 양육자의 돌봄과 생활지도가 필요한 자녀가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을 상으로 하는 자녀와의 시간과 

그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드물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가 하는 주관적인 자아 

평가의 개념으로서 Rosenberg(1965)는 이를 “스스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가치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강부자 외, 2012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주관적 행복과 강한 관계가 있으며(조소

연, 2014)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성향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어(정익중, 2007; 조소연, 2014) 청소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아존

중감 형성의 원인과 결과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가족의 역

에서 탐색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 가지는 친 한 관계와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 부모의 적절한 지도감독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충분한 시간 등은 청소년 자

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지아 외, 2016; 석

소현⋅신성희, 2010; 정병삼, 2010; 정익중, 2007; Offer, 2013). 

한편 본 연구의 분석 상인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양부모 가족 아동에 비

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 란⋅안민주, 2005; 석소현⋅신성희, 2010;). 한부모

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한부모의 76.8%사 ‘자녀의 성장을 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로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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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자녀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 또는 가족 성원과의 분리와 이로 인한 경제수준의 하

락이나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며 이 가운데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김순옥 

외, 2012). 이러한 환경적 특성의 변화와 스트레스는 자녀의 적응 상의 문제나 심리적 어

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남

현주 외, 2013). 특히 한부모가족에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부족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석소현⋅신성희, 2010). 

한편 모든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정서적 또는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부모 자녀와 양부모 자녀가 자아존중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 또한 있다(김광혁, 2010; 류경희, 2003; 이경은⋅이주리, 2008). 

이들 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스로에 한 긍정적인 평가 

수준 역시 높아지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부

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향요인에 한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남 옥, 2010; 남현주 외, 2013). 주로 양부모가족을 상으로 하는 선행연구결과에 따

라 한부모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역시 부모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에 관한 연구는 상 적으로 많지 않다. 

3) 부모감독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은 자녀의 외부활동에 한 부모의 관심과 인지 수준이

며 부모가 자녀의 행방과 활동에 해 주의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충분한 정

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정병삼, 2010).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감독이 자

녀에 한 통제와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감독은 

체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지혜⋅정익중

(2010)은 부모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정

자(2005)는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청

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을 통한 통제나 보호보다는 부모의 향권 밖

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감

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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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향을 미치는데, 자녀의 일상생활과 

외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활동하는 장소, 내용, 친구관계 등에 하여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이끌며, 자녀들의 내적 성장

과 안정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자녀의 주관적 삶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소연, 2014; Kerr and Stattin, 2000).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이를 과도한 보호와 통제로 지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와 활

발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조소연, 2014). 한부모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양육자가 많은 시간을 

생계유지를 위해 할애함에 따라 자녀와의 화 및 접촉 시간이 감소하고 부모감독이 소

홀해지면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양상 역시 보고되고 있다(강부자 외, 2012; 

김현숙, 2016).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한부모가족에 있어 자녀와의 충분한 시간은 부

모감독 수준을 높이고 청소년 자녀의 삶 만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청소년의 삶 만족

삶 만족이란 자신의 삶에 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Diener and Fujita, 2005) 김신  외(2006)는 삶 만족을 ‘사는 게 즐겁고, 걱정거리가 별

로 없으며 자신의 삶이 행복’한 상태로 정의한다.2) 자신의 삶에 한 만족은 행복과 

직결되므로 일생의 모든 시기에 있어 중요하나 특히 청소년기의 삶 만족은 행복의 지

표일 뿐 아니라 이후 시기의 삶에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의

미가 더욱 크다(Saha et al., 2010). 

청소년의 삶 만족에서 중요한 선행 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

누어지는데 표적인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를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자기이해와 수용능력을 높이고 스스로를 존중하

며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해 자신감 있게 적응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이 느끼는 삶 

만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김미경, 

2) 삶 만족은 연구자에 따라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행복(happiness) 등

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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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김정민⋅송수지, 2017; 배지아 외, 2016; 조소연, 2014). 

한편 청소년 시기에 있어 삶 만족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은 가족과 

부모이다(김은아⋅배민 , 2016; 박가화⋅이지민, 2014 박 신⋅김의철, 2004). 청소년

은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와의 친 한 관계를 원하고 부

모의 이해와 격려를 통해 내적 안정과 정서적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해 조소연

(2014)은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임선

(2017)은 청소년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할수록 삶 만족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한편 자녀와의 공유시간이나 자녀와의 식사 시간 또는 빈도가 부

모-자녀에 한 서로의 이해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삶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 역시 확인되고 있다(김미경, 2016; 배지아 외, 2016; 배희분 외, 2013). 그러

나 한부모가족을 상으로 자녀와의 시간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한 통합적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이 부모의 감독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향에 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연구를 위해 활용한 분석자료는 여성가족부의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

계로서 만 9∼24세의 청소년과 주양육자를 상으로 하여 3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

이다. 전국의 청소년과 주양육자로 이루어진 가족에 한 표성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층화다단집락추출 방법과 확률비례계통

추출을 사용하 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전체 10,403 가구를 방문하여 이 가운데 부재 

및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2,000가구에 해 조사를 완료하 다(여성가족부,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자녀를 둔 여성 한부모가족 117 사

례를 최종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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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삶 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 만족은 김신  외(2006)의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신의 삶에 한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체적으로는 ‘사는 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1점=전혀 그렇지 않

다, 4점=매우 그렇다)이며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값은 .782이다.

(2) 자녀와의 시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녀와의 시간’은 양육자(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의 양과 지난 1년간 함께한 여가활동 경험으로 측정하 다. 먼저 원자료에서 함께하

는 시간의 양은 ‘주중에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측정되며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1)’, ‘30분 미만(=2)’, ‘1시간 미만(=3)’, ‘2시간 미만(=4)’, ‘2시간 이상(=5)’으

로 5개의 척도로 구성된 자료값을 연속변수로 활용하 다. 다음으로 지난 1년 간 자

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 경험으로는 화 및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운동 및 나들이(등산, 놀이공원, 시민공원 등), 외식, 쇼핑, 여행을 함께 한 적이 있는

가(없다=0, 있다=1)로 측정되며 여섯 역의 여가활동 값을 합산한 점수를 하나의 측

정변수로 활용하 다. 함께 하는 시간의 양과 여가활동 경험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값은 .660이다.

(3) 부모 감독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은 자녀의 외부활동에 한 부모의 관심과 인지 수준이

며 본 연구모형에서는 자녀와의 시간과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을 매개하는 변수로 사용

된다. 부모감독은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자녀가 외출했을 때 자녀가 어디에 있는

지 알고 있다’, ‘자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고 있다’,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으며 네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값은 .9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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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가치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정도(Rosenberg, 1965)이며 본 연구모형에서는 자녀와의 시간과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을 

매개하는 두 번째 변수로 사용된다. 원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하여 체로 만족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문

항의 신뢰도 계수인 chronbach’s α값은 .772이다.

(5) 통제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한부모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 청소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이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원자료에서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

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600만

원 미만, 7=600만원 이상으로 측정된 값을 연속변수로 활용하 으며 청소년 자녀의 연

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된 원자료값을 그 로 활용하 고 성별은 1=남, 2=여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모형은 PASW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되

었다. 먼저 연구 상자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연

구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자녀와의 시간, 부모감독, 자녀

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삶 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확인하 다.3) 구

조방정식은 측정오차의 통제가 가능하며 변수들의 매개를 포함한 인과관계를 하나의 

모형에서 적합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본 연구모형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한편 본 분석 자료에 결측값(missing data)이 있었으므로 AMOS의 최 우도

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분석에 적용하 다. 마지막

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3) 분석에 앞서 각 변인의 첨도값과 왜도값을 통해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정규분포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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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항목 N %

자녀의 성별
남 56 47.9

여 61 52.1

자녀의 연령

초등 (만 9∼12세) 31 26.5

중등 (만 13∼15세) 42 35.9

고등 (만 16∼18세) 44 37.6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6 13.7

100∼200만원 미만 57 48.7

200∼300만원 미만 29 24.8

300∼400만원 미만 2 1.7

400∼500만원 미만 7 6.0

500∼600만원 미만 1 0.9

600만원 이상 5 4.3

함께하는 
시간
(매일)

전혀 없음 6 5.1

30분미만 25 21.4

30분∼1시간미만 30 25.6

1시간∼2시간 17 14.5

2시간 이상 39 33.3

함께한 
여가활동
(1년간)

영화 및 공연관람 
있음 86 73.5

없음 31 26.5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있음 44 37.6

없음 73 62.4

운동 및 나들이 
있음 81 69.2

없음 36 30.8

외식
있음 109 93.2

없음 8 6.8

쇼핑
있음 89 76.1

없음 28 23.9

여행
있음 63 53.8

없음 54 46.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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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 자녀의 성별은 남성이 56명(47.9%), 여성이 61명(52.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생인 만 9∼12세가 31명(26.5%), 중학생인 만 13∼15세가 

42명(35.9%, 고등학생인 만 16∼18세가 44명(37.6%)으로 상 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57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로 200만원 미만이 7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4%를 차지하고 있어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의 독립변수 가운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0분∼1시간미만’이 30명(25.6%)

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없음’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6명(5.1%)으로 나타나 자녀와 함

께하는 시간의 양이 부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녀와 함께 한 여가활동의 경우 화 

및 공연관람과 운동 및 나들이, 외식, 쇼핑에 있어서는 체로 ‘지난 1년간 함께 한 경

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각 여가활동에서 ‘지난 1년간 함께 한 경험이 없다’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표 1>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 1년 간 위 여섯 항목의 

여가활동을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사례 수는 6명(5.1%)이다. 

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연구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자녀와 함께 하

는 시간, 함께 한 여가활동, 부모감독 수준,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하는 시간 여가활동 부모감독 자아존중감 삶 만족

함께하는 시간 1

여가활동  .324** 1

부모감독 .207*   .257** 1

자아존중감 .236* .040  .210* 1

삶 만족 .203* .020 .120 .6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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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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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분석결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이 분석 자료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적합

도를 검증하고 변수간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구조모

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서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지수를 사용하 다.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모형의 RMSEA값은 .024로 매우 좋은 적합도 수

준이며, TLI값은 .990, CFI값은 .993으로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좋은 적합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자료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적합도  df RMSEA TLI CFI

연구모형 84.193 79 .024 .990 .993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연구모형의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자녀와의 시간은 부모감독 수준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감독 수준은 자녀의 삶 만족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삶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와의 시간은 자녀의 삶 만족에 직접적인 유

의한 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가구 소득은 유의한 

향이 없었으나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삶 만족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 한부모가구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z=2.18, p<.01).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녀와의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감독 수준과 자녀

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녀와의 시간은 직접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을 높이지는 않

으나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삶 만족에 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경로

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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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stimates S.E CR

자녀와의 시간 → 부모감독  .286* .122 2.351

자녀와의 시간 → 자녀의 자아존중감  .331* .145 2.284

자녀와의 시간 → 자녀의 삶 만족 .001 .108  .009

부모감독 → 자녀의 삶 만족 .080 .074 1.075

자녀의 자아존중감 → 자녀의 삶 만족   .792*** .105 7.515

가구소득 → 자녀의 삶 만족 -.013 .030 -.419

자녀의 성별 → 자녀의 삶 만족 -.161* .077 -2.105

자녀의 연령 → 자녀의 삶 만족  -.041** .016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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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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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모형 분석결과와 경로계수 및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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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모감독 수준과 자녀의 자아존

중감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

은 분석목적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결과 조사 상 한부모가족 여성이 청소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이 하루 중 ‘1시간미만’인 경우가 52.1%로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절 적인 

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함께 한 여가활동의 경우 외식을 제외한 

다수의 여가활동에서 ‘1년 간 함께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적게는 23.9%, 많게는 62.4%

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보내는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모두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한부모가구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은 부모감독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으나 

부모감독 수준이 자녀의 삶 만족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시간이 자녀의 삶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와의 시간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자아존중감

은 다시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을 높여 자녀와의 시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 만족을 

높이는 간접적인 경로가 확인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라는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적응요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로 자녀의 삶 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다. 또 다른 매개변

수로서 부모감독은 자녀의 삶 만족에는 직접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감독은 자녀

의 적응과 문제행동 예방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부모감독 수준을 높이는 선행요

인으로서 자녀와의 시간의 중요성 역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부모가족 자녀에 한 연구는 주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문제나 사회 부적응 문제에 해 한부모가족 여성(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태도나 잘못

된 의사소통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그러나 임선 (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 자

녀가 경험하는 삶 만족 수준은 한부모가족 여부 등의 가족구조가 아닌 가족(특히 양육

자)과의 관계나 청소년 자녀의 심리상태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볼 때,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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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에 한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과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기능적으

로 잘 적응하기 위한 보호요인을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

녀와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그 결과 자녀의 삶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

간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양을 늘리고 함께 나누는 여가

활동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여성의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 한부모가족 여성은 부분 낮은 노동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부의 소득지원은 

잔여적인 상황에서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장시간의 유급노동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김혜원, 2009). 또한 한국사회는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은 한편 전(前) 배우자에게서 충분한 양육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한부모가

족 여성은 자녀를 돌보기보다는 일을 우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김현숙, 2016). 결

국 한부모가족 여성이 가지는 시간부족 문제는 열악한 일자리문제와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한 소득의 빈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사회보다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먼저 경험한 

북유럽복지국가의 경우 한부모가족 여성에 해 ‘돌봄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모두 지원

하는 정책을 제도화하여 왔는데 국가는 한부모가족 여성이 전일제 노동자로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되 혼자서 부양과 돌봄의 부담을 책임지는 이중역할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보편적인 보육정책과 방과 후 돌봄정책, 주택수당, 추가적인 아동수당 등의 특별한 

프로그램과 현금지급을 통해 한부모가족 여성의 일과 돌봄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지원하

여 왔다(Christopher, 2002).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

서 한부모가족 여성이 생계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버는 동시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

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에 한 실효성있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의 

실질 노동시간을 줄여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다 보편적인 

휴가지원정책을 통해 자녀양육과 돌봄을 위한 시간을 지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어린 시기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외에도 유급 

간병휴가 등을 통해 ‘일’과 ‘돌봄’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 때 휴가의 사용은 고용지위와 관련없이 보편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적절한 수준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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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율이 보장되어 실질적인 생계의 위협없이 사용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활동의 부족은 한부모가구가 형

성되면서 경험하는 여성과 자녀의 심리적 문제 또는 스트레스와도 관련있다. 한부모가

족이 형성되는 원인은 개인적이며 다양하지만 부분의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와 역할

부담의 증가는 한부모가족 여성에게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 또는 무기력감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자녀의 요구에 제 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에 한 양육기술 

및 의사소통기술 부족으로 인해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여가활동을 같이 할 심

리적 유인과 여유를 잃기 쉽다(홍순혜, 2004; Kim and Brody, 2005). 이에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녀와 양질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원만히 할 수 있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및 양육관련 교육, 가족 단위의 여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한

부모가족 여성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Reay(2000)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정서자본(emotional 

capital)을 축적할 수 있는 만큼 부모와 보내는 시간 자체가 자녀의 미래에 중요한 자본이 

된다고 주장하 다(Reay, 2000; 송유진(2011)에서 재인용). 또한 Folbre(1994)는 부모가 자

녀를 돌보는 일은 부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효용증 를 위한 ‘투자’를 넘어 사회 및 경

제 전체로 그 혜택이 퍼지는 외부효과를 가진 ‘공공재(public goods)’라 주장하 다. 결국 

자녀를 잘 돌보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녀와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진 국가차원의 과제이며 아동에 한 

사회투자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한부모가

족에 한 정책 지원에 있어 소득보장 뿐 아니라 시간의 보장을 위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을 중심으로 부모감독 수준과 자녀의 자

아존중감 및 자녀의 삶 만족 수준을 분석하 으나 분석 상으로서 ‘청소년종합실태조

사’라는 2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변수사용의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전

국의 청소년가구를 층화표집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서 필요한 변수가 충분하지 않다.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여성이 자

녀와 보내는 시간을 보다 세 하게 측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삶 

만족에 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요인들을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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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al Time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 
Single Mother Families

-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Esteem -

Huh, Soo Ye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child’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time and child’s life satisfaction in single mother families. For this 

purpos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Research data of adolescents in 2015’ 

was used and 117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9 to 18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veals that adolescent’s self-esteem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time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ough parental time and parental 

monitoring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With these results, policy suggestions to support single mothers’ parental time were proposed.

Key Words : single mothers, parental time, parental monitoring,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