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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ork–family interactions of married men,  the variables 
affecting these interaction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work–
family conflict and those affecting work–family enhancement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249 married me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rried men perceived 
moderate levels of work–family conflict and work–family enhancement both from work 
to family and from family to work. Second,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was higher 
than that of family–work conflict, and the level of family–work enhancement was higher 
than that of work–family enhancement. Third, work–family conflict was influenced by 
external occupational rewards, the relativ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life, a family- 
friendly work environment, perceived working hours, and spousal support. The variables 
that have an effect on work–family enhancement are perceived working hours, a family- 
friendly work enviro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life, and spousal 
support. Fourth, family–work conflict is influenced by age, spousal support,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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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urs, and having a preschool-aged child. The variables that have an effect on 
family–work enhancement are spousal support, seeking internal and external occupational 
rewards, the relativ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life, and a family-friendly work 
environment. Finally, the variables that affect work–family conflict and those affecting 
work–family enhancement are similar, but the variables affecting family–work conflict 
and those affecting family–work enhancement are very different.

Key Words : 일-가정 상호작용(work-family interaction),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hancement), 일→가정 전이(work-to-family 
spillover), 가정→일 전이(family-to-work spillover)

I. 서론

일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

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남성이 더 이상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에 대한 가정생활에

의 참여 요구가 점차 높아져 왔다. 한편 최근에는 

남성의 일과 가정의 조화에 대해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남성 개인의 행복이

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일 

중심적 삶에서 오는 불균형과 가족으로부터의 소

외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일과 개인 및 가족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 아버지역할을 중심으로 가정

생활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가족

이나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든, 남성 스스로의 요구

에 의해서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점점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분명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성의 일ㆍ가정 균형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관

심은 연구에도 반영되어 왔다. 초기에는 여성의 취

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는 일과 가정생활 두 영

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의 문제가 주로 연구되었으

나, 점차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 간의 상호작용과 

두 영역 간 균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더불어 남녀 간의 차

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가정 간 상호작용에 관

한 연구들은 대체로 부정적 상호작용, 즉 일-가정 

갈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후 일과 가정생활 간

에는 갈등만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유능감이나 

향상감과 같은 긍정적 경험 또한 경험하게 된다

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을 함께 다루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

향이다. 하지만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을 

동시에 함께 고려하며 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향이며, 일-가정 갈등과 일-가

정 향상 간의 관계나 차이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선행연구들에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이 하나의 차원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

며, 따라서 갈등을 줄이는 것이 곧 향상을 증가시

키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Grywacz 

& Marks(2000)는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가 동

일선 상의 양극단이 아니라, 구별되는 다른 차원임

을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손영미ㆍ박정열(2015)은 일-가정 양립 관련 가

치관을 ‘일 관련 가치관’, ‘가족가치관’, ‘젠더가치

관’의 세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일-

가정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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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관 변인들이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촉진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을 비교한 결과 일-가정 

촉진을 두 배 이상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손영미 외(2015)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과 촉진이 단일 스펙트럼

이 아닌, 서로 다른 고유한 차원을 지닌 구성개념

이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도 서로 다

름을 보여준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일-가정 갈등

과 일-가정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영향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만 기혼 남성이나 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일-가

정 향상을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일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일-가정 상호작

용을 연구함에 있어 갈등과 향상을 독립적 차원을 

가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합함을 간접적으로 제

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연구를 통

해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이 별도의 차원이

라고 할 때 갈등과 향상이 반드시 각각 다른 요

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

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거나 혹은 각 요인들의 영향력에 차

이가 나타난다면, 갈등과 향상을 동일 차원의 개

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가정 향상을 증진시키거나 

반대로 일-가정 향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일-가정 

갈등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일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기혼 남녀의 일-가정 상호

작용이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

로 가족 특성이나 직업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

으며, 직업 특성에는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가족

친화제도 등의 객관적 특성이 주로 포함되었다. 일

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

를 보였는데,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를 성역

할태도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에 대한 생각, 일이

나 가정에의 지향성 등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체로 일 중심성이 강하며 가

정보다는 일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라고 간주되

며,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는 일-가정 갈

등과 일-가정 향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일 중심성이나 일-가족 지향성, 

성역할태도 등의 단편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남성

의 일-가정 상호작용이나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남성이 가지는 일의 

의미, 일에서 추구하는 가치, 일과 가정의 상대적 

중요도,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과 가정생활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상호

작용을 전이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살펴보며, 일-가

정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에 대한 태

도 변수를 포함하여 좀 더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

자 한다. 나아가 이들의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

써,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을 동일 차원으로 

파악하여 일-가정 갈등에 주로 집중하는 연구나 정

책의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혼 남성의 일-가정 간 부정적 상호

작용을 줄이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

한 개인 및 가족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혼 남성이 일과 가

정의 두 영역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유지하기 위한 

개인 및 가족의 변화의 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일-가정 상호작용의 개념

일-가정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모델에는 전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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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Spillover model), 보상모델(Compensation model), 

분리모델(Segmentation Model)이 있다. 이 중 일-

가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

어 온 대표적인 모델이 전이모델이다. 전이모델은 

한 영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영역이 서로 

독립된 영역이지만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김효선ㆍ차운아, 2010). 이러

한 전이는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일-가정 상호작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일과 

가정생활 두 역할영역 간에 나타나는 부정적 전

이, 즉 역할갈등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후 일과 가정생활 영역의 상호작용에 갈등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역할에의 참여가 개

인의 성장과 지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다른 영

역에서의 개인의 수행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가정 향

상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왔다. 

Grzywacz와 Marks(2000)는 부정적 전이와 긍

정적 전이가 동일선 상의 양극단이 아니라, 구별

되는 다른 차원임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을 동시에 겪으며, 일과 가정 간의 부정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인이 일-가정 향상

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조윤진ㆍ

유성경, 2010). 이는 일-가정 갈등 한 측면만을 

살펴보고 일-가정 갈등을 줄여주는 것이 일-가정 

향상을 증대시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움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별개로 확인하고 일-가

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가정 향상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일-가정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과 가정생활 간의 부

정적 상호작용을 일컫는 용어로는 일-가정 갈등

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가정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일컫는 용어는 일-

가정 향상(조윤진 외, 2010; 이승미ㆍ구혜령, 2013), 

일-가정 강화(김주현ㆍ문영주, 2010), 일-가정 촉

진(한지숙ㆍ유계숙, 2007; 한영선ㆍ정영금, 2014), 

일-가족 긍정적 전이(김효선 외, 2010), 직장-가정 

간 긍정적 영향(정수인ㆍ이기영, 2007) 등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가정 간 상호작용은 전이의 방향에 따

라 일→가정 전이와 가정→일 전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긍정적 전이, 즉 일→가정 갈등, 일→가정 향상과 

가정에서 일로의 부정적/긍정적 전이, 즉 가정→

일 갈등, 가정→일 향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

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은 양방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갈등을 유발

한다기보다는 상호 순환적 특성을 지닌다(조윤진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상호작용의 개념을 설

정함에 있어서 이승미 외(2013)의 용어와 개념 정

의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두 영역을 경험하면

서 얻게 되는 부정적, 긍정적 경험이나 그에 따른 

결과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가정 간 부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과 일-가정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hancement)을 모두 포함하였다. 기혼 남성근로

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역

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동시에, 일이 가정생활에 

주는 영향과 가정생활이 일에 주는 영향을 구분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일-가정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 남성과 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

일-가정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여성,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

－103－

특히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는 남

성에게도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음

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

우 더 이상 일-가정 균형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

제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의 일-가정 상호작용은 그 정도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동

시에 차이도 나타났다. 

Pleck(1979)은 직업역할 수행과 가족역할 수행

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여성은 가족역할이 

직업역할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남성에 비

해 더 허용적이고, 남성은 직업역할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더 허용적일 것이라 주

장하였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일ㆍ가족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Voydanoff(1998)는 

여성의 경우 가족특성 변수들이, 남성의 경우 직

업특성 변수들이 일ㆍ가족 갈등을 더 많이 설명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김진희ㆍ한경혜(2002)에 

의하면 남녀 모두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적 전

이가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보다 높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가족에서 일로의 긍정

적 전이는 더 크게,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

는 더 작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수인ㆍ이

기영(2007)은 남성이 여성보다 가정이 직장에 미

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한

경혜(1998)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은 비교적 낮

은 정도의 일/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어, 우리나

라 중년남성들에게 직업과 가족은 아직 분리된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

는 가족역할을 도구적 측면으로 정의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양상이 상이하여 여성의 

경우 직업적 특성 변수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

성의 경우 노동시간과 업무량 등의 직업적 특성 

외에도 가사분담율과 배우자 지원과 같은 가족특

성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외, 2002). 기혼 남녀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을 

연구한 한경혜ㆍ장미나(2009)에 따르면, 일ㆍ균형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일ㆍ

가족 균형에 대한 공통기제로서 근무시간과 업무

량, 배우자로부터의 지원이 남녀 모두 일ㆍ가족 

균형감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반면 차별적 기제로

서 직무융통성은 남성의 균형감을 높이는 요인으

로, 직무통제감은 여성의 균형감을 높이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가정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공통적 요소와 

더불어 차이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아직까지 남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주제로 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일-가정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서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은 개인특성 변수와 가

족특성 변수, 직업 특성 변수를 들 수 있다.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개인 및 가족특성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수, 자녀 연령, 부인 취업 여부, 가족 

지지(배우자 지지) 등이었다. 

기혼 직장남녀의 직장-가정 상호작용을 연구한 

정수인 외(2007)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이 가정

에 미치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덜 느끼며, 배우자

의 지지가 낮을수록 직장이 가정에 주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이 

직장에 주는 효과에 있어서는 자녀 지지나 배우

자 지지, 가족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며,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가 아닐수록 가정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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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주는 부정적 작용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윤소영ㆍ김혜진(2013)도 연령이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김경

화(2013)는 높은 소득을 가진 남성은 일/가족 갈

등을 보다 적게 경험하며, 자녀돌봄시간과 자녀수

가 일/가족 갈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직업 특성 변수로는 직종,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 부담, 직무융통성, 가족친화제도, 직장분위기 

등이 있다. 

이숙현ㆍ권영인(2009)은 아버지들이 느끼는 일-

가족 갈등이 가족친화적 조직 분위기 및 아버지

의 주당 근무시간과 자녀양육 참여정도와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조직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일수

록, 그리고 근무 시간이 적을수록 아버지들의 일-

가족 갈등이 낮아지고, 일-가족 갈등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에 좀 더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소

영 외(2013)의 연구에서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

과 가정생활 간의 갈등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경화(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일/가족 갈등 인식은 근무시간에 따라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균형 관련 연구들

은 대체로 가정 관련 변인보다는 직종, 근무시간, 

근무탄력성, 휴가, 야근빈도, 일 만족도 등과 같은 

근무환경 변인이 일-가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담 혹은 부족

이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일에 대한 태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 

등 일과 관련한 객관적인 조건 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일에 대한 주관적 태도, 즉 가정과 일에 

두는 상대적 중요도나 비중,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일에 대한 몰입 등은 일-가정 상호작용이나 

일-가정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에 대한 태도 변수에는 다양한 변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손영미 외(2015)는 일-가정 양립 관련 가

치관을 ‘일 관련 가치관’, ‘가족가치관’, ‘젠더가치

관’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일-가정 갈등 및 촉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문헌조

사 결과를 토대로 일지향성-가족지향성, 맞벌이태

도와 경력단절태도, 자녀관, 일에 대한 가치를 독

립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손영미 외(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 관련 태도나 가치관을 독립변수 중 

하나로 분석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일 관련 

태도나 가치관이 일-가정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남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일 지향성(한지숙 외, 2007; 

천혜정ㆍ한나(2009); 이승미 외, 2013)이나 일/역할 

중요도(한경혜, 1998), 또는 일과 가정생활이 차지

하는 비중(이수진ㆍ구혜령, 2014)를 독립변수로 하

여 일-가정 갈등이나 일-가족 촉진, 또는 일과 삶의 

조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지향성이 일-가정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

적이지는 않다.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경혜

(1998)의 연구에서 직업역할을 가족역할보다 중요

시하는 남성들이 일/가족갈등 경험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지숙 외(2007)는 일 지향성

은 일-가족 갈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가족 촉진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천혜정 외

(2009)는 일 지향성이 높을수록 일과 삶의 조화수

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승미 외(2013)의 연구에서 

일 지향적 태도는 일-가정 상호작용 유형별로 차이

를 보였다. 기혼 남성을 일과 가정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유형화한 이수진 외(2014)는 일의 비

중이 높으면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지

만 가정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정으로 인한 직장

일의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긍정적 전이경험이 더 크다

고 하였다. 즉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에 두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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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가정 간 전이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다.

한편 채화영ㆍ이기영(2013)은 육아기 맞벌이 남

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에게 가부장적 이

데올로기가 남성 부양자 모델과 여성의 모성 역할 

관념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참여

자들의 가족생계부양에 대한 절대적 책임감이 직

장에 몰입하고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을 소홀하게 

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맥락

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생계부양자의식은 기혼남성자의 일ㆍ가정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일에 대한 태도 또한 일-가정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주희(2005)와 

강은주ㆍ한주희(2009)는 직무동기 중 내재적 동기

가 일-가정 갈등을 낮추며, 외재적 동기는 일-가

정 갈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손영미 외(2015)

는 ‘외재적 일가치’는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며 

일-가정 촉진을 저해하는 변인이며, ‘내재적 일가

치’는 일-가정 갈등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일-가정 

촉진에는 긍정적 영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손영미 외(2015)의 ‘일-가정 양

립 관련 가치관의 개념’을 참고하여 일 관련 태

도 변수를 직접적인 일에 대한 태도(일에서 추구

하는 가치)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태도(일과 가

정생활의 비중, 생계부양자의식), 일-생활 균형 관

련 태도(노동시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

로 개념화하여 공동 생계부양자의식, 내재적 일가

치 추구, 외재적 일가치 추구, 가정 대비 일 비중, 

노동시간 관련 태도가 일-가정 상호작용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의 영향 요인 

간의 차이

남성은 물론 여성에 있어서도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을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비교하여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기혼 남성이나 여성의 일-가정 상호작용을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희 외(2002)의 연구 중 남성의 경우를 살

펴보면,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에 있어서는 배우자 

지원은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보이지만, 업무량은 부정적 전이에만, 직

무 통제력이나 배우자 가사분담률은 부정적 통제

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에

서 가족으로의 전이에 있어서는 배우자 지원은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에 공통으로 영향을 

가지나, 노동시간이나 직무 통제력 같은 직업적 

특성과 가사분담률은 부정적 전이에만 영향을 주

며 긍정적 전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

관이 일-가정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손영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관 변

인이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촉진을 설명하는 변

량 간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남으로써, 갈등과 촉

진이 분명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주현 외(2010)는 일-가정 갈등과 일-가

정 강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지는 않았

으나, 기혼 맞벌이 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을 높임에 있어 일-가정 강화의 효과가 일-가

정 갈등 해소의 효과보다 더 큼을 보여줌으로써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은 별개의 측면이며, 따라

서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갈

등의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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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과 일-가정 향상의 경향은 어떠

한가?

【연구문제 2】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전

이(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

상)와 가정→일 전이(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연구문제 3】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

 3-1)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

 3-2) 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

2. 분석자료 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의 일과 가정생활 실

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2014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특별시(650

명), 대전광역시(117명), 광주광역시(100명), 부산

광역시(240명), 대구광역시(181명)에 거주하는 30

대-50대 기혼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총 1,288부 중 분

석 항목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1,249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가정 상호작용으로, 일

과 가정생활이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영향의 

방향과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각각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일→가정 향

상, 가정→일 향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일→가

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은 송혜림(2012)의 척도

(각 6문항, 5점 리커트척도)를, 일→가정 향상과 가

정→일 향상은 우종웅ㆍ이찬형ㆍ김지은(2009)의 

척도(각 6문항,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측정은 남성 대상의 문항

으로 구성된 송혜림(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송혜림(2012)의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가정 향

상은 남녀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우종웅 외

(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

을수록 일과 가정생활 간 갈등이나 향상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개인 및 가족 변수와 직장 관련 변

수, 일에 대한 태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개

인 및 가족 변수에는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맞

벌이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배우자 지지가 포함

되었다. 배우자지지는 윤창영(2002), 서정미(2011)

의 배우자 지지(배우자 지원) 척도를 참고로 구성

하였으며, 이 척도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743). 

직장 관련 변수에는 직종, 정규직 여부, 가족친

화적 직장분위기가 포함되었다. 가족친화적 직장분

위기는 ‘나의 상사는 갑작스런 가정사로 자리를 비

워야 할 때 잘 배려해준다’, ‘나의 동료들은 갑작스

런 가정사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잘 배려해 준다’, 

‘나의 직장에서는 휴가나 휴직제도를 사용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이나 가정 

일을 보기 위해 한두 시간을 빼서 쓰는 것이 가능

하다’의 4문항으로 연구자들이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공 연구자들로부터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이 척

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34이다. 

일에 대한 태도 변수는 공동 생계부양자의식, 

내재적 일가치 추구, 외재적 일가치 추구, 가정 대

비 일의 비중, 노동시간 관련 태도로 구성되었다. 

공동 생계부양자의식 척도는 김현수(2005)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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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연령

30대 483(38.7)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4( 9.9)

40대 463(37.1) 전문대졸/대졸 463(37.1)

50대 303(24.3) 대학원졸 303(24.3)

Mean(SD) 43.1(7.4)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만원)

300만원 미만 123( 9.8)

직종

전문직 198(15.9) 300-400만원 미만 211(16.9)

관리직 256(20.5) 400-500만원 미만 257(20.6)

사무직 479(38.4) 500-600만원 미만 212(17.0)

서비스직/영업직 213(17.1) 600만원 이상 446(35.7)

기능직/노무직 103( 8.2) Mean(SD) 547.2(277.9)

근로형태
전일제 1207(9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8(48.7)

시간제 42( 3.4) 비맞벌이 641(51.3)

종사상

지위

정규직 1144(81.6)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704(56.4)

비정규직  105( 8.4) 있음 545(43.6)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49)

부양자역할의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7문항, 5점 

리커트척도), Cronbach’s α=.623이다. 내재적 일가

치 추구와 외재적 일가치 추구는 이혜정(2012)의 

일의 가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추구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

(각 3문항, 5점 리커트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신

뢰도계수는 각각 .744와 .778이다.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과 가정이 차지하는 비

중의 합을 100으로 할 때 그 중 일이 차지하는 비

중으로 측정하였다. 노동시간 관련 태도는 시간배

분 방식에 있어서 노동시간 사용을 현재보다 줄여

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단일문

항,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노동시간을 

현재보다 더 많이 줄여야한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평균 및 표준

편차를 통해 기혼 남성의 일-가정 상호작용(일→

가정 갈등, 일→가정 향상, 가정→일 갈등, 가정→

일 향상)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혼 남성의 

일→가정 전이(일→가정 갈등, 일→가정 향상)와 

가정→일 전이(가정→일 갈등, 가정→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기혼 남성이며, 30대(28.7%)

와 40대(37.1%), 50대(24.3%)가 골고루 포함되었

다. 학력은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이 3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원졸 이상(24.3%)이며, 고졸 

이하가 9.9%였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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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일-가정 갈등 2.83 .62

일-가정 향상 3.29 .56

일→가정 전이
일→가정 갈등 3.15 .69

일→가정 향상 2.96 .73

가정→일 전이
가정→일 갈등 2.51 .78

가정→일 향상 3.50 .62

<표 2> 일-가정 상호작용의 전반적 수준

무직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관리직(20.5%), 서비스직 또는 영업직

(17.1%), 전문직(15.9%), 기능직 또는 단순노무직

(8.2%)의 순이었다. 이들의 근로형태와 종사상 지

위는 전일제가 96.6%, 정규직이 81.6%였다. 

부인과 맞벌이하는 경우는 48.7%였으며, 월평

균 가계소득은 547만 2천원이었다. 이 중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43.6%였다.

2.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상호작용의 경향

기혼 남성근로자들의 일-가정 상호작용의 전반적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일과 가정생활의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일-가정 영역 간 부정적 영

향인 일-가정 갈등은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

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긍정적 영향인 일-가정 

향상은 3.29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정도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 일→가정 갈

등은 3.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으며, 

일→가정 향상은 2.96점으로 보통 정도였다. 그리

고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중 가정→일 갈

등은 2.51점으로 보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으

며, 가정→일 향상은 3.50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즉 기혼 남성근로자들의 일-가정 갈등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가정→일 갈등을 

일→가정 갈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혼 

남성근로자들이 느끼는 일-가정 향상 정도는 보

통 혹은 보통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일→가정 향

상보다는 가정→일 향상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직장일과 가정생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 영향은 직장일이 가정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은 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취업남녀를 대상으로 

한 김진희 외(2002)와 정수인 외(2007)의 연구결

과도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기혼 취업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김성경(2011)의 

연구에서도 일-가족전이에 있어 방해인식은 일→

가족의 부정적 전이가 더 높고 도움 인식에서는 

가족→일의 긍정적 전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상호작용의 영향 

요인

기혼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변수, 직장 관련 

변수, 일 관련 태도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

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먼저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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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일→가정 갈등 일→가정 향상

B β B β

개인

및 가족

변수

연령 -.004 -.043 .006 .061

가계소득 6.928E-05 .028 .000 .046

맞벌이 여부 .006 .004 .075 .052

미취학자녀 유무 .087 .062 .014 .010

배우자 지지 -.085 -.070* .087 .068*

직장

관련

변수

직종

(Ref. 

서비스직/영업직)

전문직/관리직 .028 .057 .011 .007

사무직 .007 .005 .011 .008

기능직/노무직 .067 .027 .126 .048

정규직 여부 .067 .027 .040 .015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132 -.121** .151 .132***

일 관련 태도

변수

공동 생계부양자의식 .037 .026 .036 .024

내재적 일가치 추구 .056 .050 .217 .185***

외재적 일가치 추구 .220 .213*** .012 .011

가정 대비 일 비중 .008 .194*** -.003 -.072**

노동시간 관련 태도 .101 .116*** -.193 -.209***

상수 1.974 1.597

R2 .142 .169

adj. R2 .132 .159

F 13.626*** 16.766***

** p<.01 ** p<.01 *** p<.001

<표 3> 일→가정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가정 상호

작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 Durbin-Watson 

값이 각각 1.880, 2.204였으며, 가정→일 상호작용

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의 경우에도 2.056, 1.962

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의 우려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회귀식에서 VIF값이 

1.046∼2.275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전이, 즉 일

이 가정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전이를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 즉 일

→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제 변수들의 일→가정 

갈등에 대한 설명력은 14.2%이며, 일→가정 향상

에 대한 설명력은 16.9%이다.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우자 

지지,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외재적 일가치 추

구, 가정 대비 일 비중, 노동시간 관련 태도로 나

타났다. 이 중 외재적 일가치 추구의 영향력이 가

장 컸고, 다음으로 가정 대비 일 비중, 가족친화

적 직장분위기, 노동시간 관련 태도, 배우자 지지

의 순으로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일→가정 갈등은 일의 외재적 가

치를 더 추구할수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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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가정→일 갈등 가정→일 향상

B β B β

개인

및 가족

변수

연령 -.015 -.143*** .004 .049

가계소득 5.330E-05 .019 1.818E-05 .008

맞벌이 여부 .065 .042 .043 .034

미취학자녀 유무 .139 .089** .005 .004

배우자 지지 -.306 -.226*** .506 .463***

직장

관련

변수

직종

(Ref. 

서비스직/영업직)

전문직/관리직 -.048 -.030 -.021 -.016

사무직 -.095 -.060 .003 .002

기능직/노무직 .071 .025 -.067 -.029

정규직 여부 .023 .008 .049 .022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026 -.021 095 .097***

일 관련 태도

변수

공동 생계부양자의식 .045 .029 .047 .037

내재적 일가치 추구 .045 .036 .170 .170***

외재적 일가치 추구 -.001 -.001 .090 .096***

가정 대비 일 비중 -.002 -.046 -.004 -.107***

노동시간 관련 태도 -.116 -.118*** -.022 -.027

상수 4.406 .392

R2 .118 .379

adj. R2 .107 .371

F 11.009*** 50.124***

* p<.05 *** p<.001

<표 4> 가정→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수록, 직장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이지 않을수록, 노

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을 

크게 지각하였다.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배우자 지지와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내재적 일가치 추구, 노동시

간 관련 태도였다. 이 중 노동시간 관련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내재적 일가치 

추구,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배우자 지지의 순

이었다. 즉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직장분위기가 가족친

화적일수록, 일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그

리고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 향상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혼 남성근로자의 가정→일 전이, 

즉 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혼 남성근로자의 가정→일 전이 또한 가정생

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 즉 

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제 변수들의 가정→일 

갈등에 대한 설명력은 11.8%이며, 가정→일 향상

에 대한 설명력은 37.9%였다.

가정→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배우자 지지, 노동시간 관련 태도로 나타났다. 이 

중 배우자 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연령, 노동시간 관련 태도, 미취학자녀 유무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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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기혼 남성

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

록,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고 인식할수록,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일 

갈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성 근로자의 가정→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배우자 지지,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내재적 일가치 추구, 외재적 

일가치 추구, 가정 대비 일 비중이었다. 이 중 가

족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다음으

로 내재적 일가치 추구, 가정 대비 일 비중,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외재적 일가치 추구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일수록, 일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더 추구할수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낮을수록 

가정→일 향상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을 설명하는 개인 

및 가족 변수 중 소득이나 미취학자녀 여부 등은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의 경우 정수인 외(2007)나 윤소영 외(2013)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을 덜 느낀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가정 갈등에는 영

향이 없으며 가정→일 갈등에만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한편, 선

행 연구에서 가정이 직장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 지지(또는 가족 지지)는 본 

연구에서는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양 방향에서 갈등과 촉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직장 관련 변수 중에는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이숙

현ㆍ권영인, 2009; 윤소영 외, 2013)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또는 조직 분위기)는 일-가정 갈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그 방향

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갈등에는 영향을 주되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갈등에는 영향이 없으며, 양 방향 모두 긍정적 상

호작용, 즉 일-가정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에 대한 태도 변수의 영향에 있어서는, 공동 

생계부양자의식은 남성의 일-가정 상호작용에 영

향이 없었으며, 가정 대비 일 비중이나 노동시간 

관련 태도, 내재적/외재적 일 가치가 유의미한 영

향을 나타냈다. 직업역할을 가족역할보다 중요시

하는 경우 일-가족갈등이 높다는 한경혜(199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 대비 일 비중이 높

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았다. 한편, 일 지향성

이 일-가족 갈등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가족 촉진 

수준을 높인다는 한지숙 외(2007)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가정 대비 일 비중이 높을수

록 일→가정 갈등이 높아지며 긍정적 전이의 경

우 일→가정 향상과 가정→일 향상 모두 낮아지

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일의 비중이 높으

면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를 경험하지만, 가정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가정일로 인한 직장일의 부정

적 전이를 경험하지는 않으며 가정에서 직장으로

의 긍정적 전이경험이 더 크다는 이수진 외(2014)

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일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는 내재적 일가치 추

구는 일→가정 향상과 가정→일 향상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외재적 일가치 추구는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되 가정→일 향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일가치’는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며 일-가정 촉진을 저해하는 변인이며, 

‘내재적 일가치’는 일-가정 갈등을 낮추지는 못하

지만 일-가정 촉진에는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손영미 외(2015)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대한 영향 

요인의 차이

이어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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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 

가정→일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앞에서 기혼 남성근로자에 있어서 일→가정 전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표 3>, 일→

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일의 가치 추구에 

있어 외재적 일가치 추구는 일→가정 갈등에, 내

재적 일가치 추구는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주

는 차이가 있을 뿐, 배우자 지지와 직장분위기, 

가정 대비 일 비중, 노동시간 관련 태도는 일→가

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든 부정적 상호작용

이든 공통적으로 일 관련 태도 변수가 개인 및 

가족변수나 직장 관련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반면 기혼 남성 근로자의 가정→일 전이에 대

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표 4>), 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 즉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

났다. 가정→일 갈등에는 연령, 미취학자녀 유무, 

배우자 지지 등 개인 및 가족 변수의 영향력이 

큰 반면, 가정→일 향상에는 배우자 지지의 영향

력이 매우 크기는 하나 내재적 일가치 및 외재적 

일가치 추구, 가정 대비 일 비중 같은 일 관련 태

도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손영미 외(2015)는 전이의 방향을 구별하지는 

않았으나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갈

등과 일-가정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가치관 변인의 일-가정 향상에 대한 설명 변인이 

일-가정 갈등에 대한 설명변인의 두 배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손영미 외(2015)

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가정 갈등

과 일-가정 향상은 단일 스펙트럼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상호작

용의 경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

보고,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일-가정 갈등과 일-가

정 향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일-가정 갈등보다 일

-가정 향상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정도는 보통

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일→가정 갈등을 가정→일 갈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가정 향상은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일→가정 향상보다 가정→일 

향상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둘째,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은 일

의 외재적 가치를 더 추구할수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높을수록, 직장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이지 

않을수록, 노동시간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

의 심리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 가정

→일 갈등은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이 낮을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록,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향상은 노

동시간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직장분위기가 좀 더 

가족친화적일수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낮을수

록,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컸으

며, 가정→일 향상은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 수준

이 높을수록, 직장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일수록, 

일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더 추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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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가정 대비 일의 비중이 낮을수록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전

이의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일

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는 가정→일 갈등과 가정→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 차이가 나타

났다. 가정→일 갈등에는 개인 및 가족 변수의 영

향력이 큰 반면, 가정→일 향상에는 배우자 지지

의 영향이 매우 크기는 하나 일 관련 태도 변수

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제

언을 하겠다.

첫째, 기혼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정도는 

보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다.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면서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동시에 남성 자신

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짐에 따

라 남성 또한 일-가정 간 갈등을 경험하게 되지

만, 아직까지 남성에게는 일이 가정생활보다는 더 

중심에 놓여있어 두 영역 간의 갈등 수준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갈등을 가정

→일 갈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남성

은 자신의 시간 중 상대적으로 많은 직장영역에

서 소비하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

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경험적 연구결과들

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경혜(1988)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이들의 일/가족 갈등 경험 정도가 높지 않은 

이유로 남성의 가족역할을 도구적 측면으로 정의

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들었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양자 역할의 수행이 바로 아버지, 남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원과의 일상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있

어 직업역할 수행의 의미와 가족역할 수행의 의미

는 상호의존적 경향이 커서, 직업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남성에게는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의 

일부로 인식되며, 따라서 직장 때문에 가족 내에

서 실제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된다는 Simon (1995)의 주장

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이 많지 많은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를 갈

등으로 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남

성의 이러한 인식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원들의 요

구나 기대와 상충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기혼 남성근로자들은 직장일과 가정생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부정적 영향, 즉 갈등의 경

우 직장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영향, 즉 향상은 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영

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남성들

은 직업역할을 우선시하므로 직업역할이 가족역

할을 침해하는 경험이 더 많으며, 가정생활은 남

성이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허용하

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김진희 외(2002)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같은 경

향을 보여주었다. 직업역할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대 방향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

나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인용하여 공

적 영역인 직업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이 ‘사적인 가

족일’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규범을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Frone, Russell & 

Cooper, 1994; 김진희 외, 2002에서 재인용). Plec 

k(1977) 또한 직업 역할 수행과 가족 역할수행이 

남녀 간에 상이한 상호성을 가지며, 남성은 직업역

할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더 허용적이

라고 주장하였다. 가정생활로 인한 일에서의 갈등

이 더 적은 이유는 남성의 일 중심성 뿐 아니라 가

족생활에 대한 참여 자체가 적음에도 기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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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이 직장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 가정은 일을 하

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곳으로서 

가정생활의 긍정적 경험이 직장일을 잘 할 수 있

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사 대

상 남성들이 가족 내지 가정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앞의 연구결과에서 배우자 지지는 남성의 

일-가정 상호작용의 네 유형 모두에 대해 유의미

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진희 외(2002)의 연구에서

도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배우자 지원이 일에

서 가족으로의 전이와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 양방

향에서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김진희 외(2002)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배우

자 지지는 기혼 남성에 있어서 일과 가정생활이 

상대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완

충장치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증폭

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

우자 지지는 특히 일-가정 상호작용의 방향 중 가

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영향, 즉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가정생활이 일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

가정 향상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

나, 배우자의 이해나 심리적 지지를 남성의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요소로서 긍정적 의미만을 부여

하기는 어렵다. 

이윤석(2010)은 가족-일 전이에 있어 배우자의 

중요성은 남성에게 더 뚜렷해, 아내가 남편에게 

공감하며 남편의 진가를 인정할수록 남성들은 집

안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며 가

족을 위해 일에 몰두하게 된다고 하였다. 남성의 

경우 특히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제가 가족

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 두 영역에서의 요구가 상충될 때, 직장

의 요구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가족의 요구를 조

절하는(이숙현 외, 2009)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결은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 

양립 내지 균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정생활이

나 가족 참여에 대한 남성, 여성의 가치관이 모두 

바뀌어 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들(이숙현, 1995; 이숙현 외, 2009; 

한경혜 외, 2009; 이승미 외, 2013; 윤소영 외, 

2013)에서는 직업 특성이 일-가족 갈등이나 일-가

족 향상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일 관

련 태도변수를 더 많이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일-

가정 상호작용에 대해 직장 관련 변수보다 일 관련 

태도 변수가 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일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가정과 

일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는지, 노동시간 관련 태

도가 어떠한지가 일→가정 갈등은 물론 일→가정 

향상과 가정→일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혼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촉진에 미치는 가치관 변인의 영향

력을 살펴본 손영미 외(2015)도 일-가정 양립 관련 

가치관 변인이 일-가정 촉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

인이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직업 특성 변수는 가족친화적 직장분

위기였다. 개인의 가족생활을 인정하고 지원해주

는 조직 내 문화를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로 규

정하고 일-가족 상호작용이나 일-가정 향상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가족 간 갈등 경험

을 감소시키고 일-가정 향상 경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

족친화제도의 유무나 법적 적용여부보다는 실제 

활용 정도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

위기 등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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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정생활을 인정하고 일과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

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가족친화적 기업

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능해

질 것이다. 

여섯째, 많은 연구에서 기혼 남성이나 여성의 

일-가정 향상보다는 일-가정 갈등에 주목해 했으

며,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곧 일-가정 

향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차원적 개념으로 해

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과 일

-가정 향상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근로자의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일→가

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미치는 영향 변인 간

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생활에 일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가정→일 갈등과 가

정→일 향상에 미치는 변인 간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 변인 간 차이가 적은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 간에도 특정 변

수(내재적 일가치 추구와 외재적 일가치 추구)에

서는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각 영향 변인이 

가지는 상대적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었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른 만큼 가정→일 갈등

을 줄이는 것이 가정→일 향상의 증가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가정→일 향상을 늘리는 

것이 가정→일 갈등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

닐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가정 갈등과 일

-가정 향상이 서로 다른 고유의 차원을 가진 구

성개념임을 직접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

과 가정생활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서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을 함께 살펴봄으

로써 일-가정 상호작용의 양상을 더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아가 남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

해서는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일-가정 

향상을 증가시키는 것이 별개로 추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주현 외(2010)는 성역할태도와 일 만족 및 

결혼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 일-가정 갈등과 일-가

정 강화가 매개변수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는데, 특

히 일-가정 갈등보다 일-가정 강화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을 위해서는 일-가

정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

가정 향상 요인을 촉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일-가정 향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위에

서 언급한 가족의 일방적인 인정과 이해를 기반으

로 한 가정→일 향상이 강조되기보다는 좀 더 생산

적인 방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일에 대한 태도 중 외재적 일가치를 추구할수록 일

→가정 갈등이 커지는 반면, 내재적 일가치를 추구

할수록 일→가정 향상과 가정→일 향상이 모두 증

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일의 의미를 단순한 소득의 

원천으로 보거나 승진과 같은 외적 가치에 몰두하

는 데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등의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 일에서의 경험이 다시 가정생활에서 자원으

로 활용되고 가정생활의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

으며, 가정생활을 통해 얻은 행복감은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남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의 가족과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남성의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원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

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얻어질 수 있

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

상을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일이 가정생활

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생활이 일이 미치는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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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성에 따라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향상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에서 전이의 방향에 따른 구분을 통해 추가적

인 실태와 함의를 파악할 것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직

장변수 중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는 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

으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반영되었으며 자료

의 한계상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이용 여부에 대

한 객관적 측면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노동시간

이 다소 감소되어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국 남성

의 일-가정 균형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장시간

노동이라는 조건을 제외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연

구에서는 실제 노동시간량이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 관련 태도 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타당화된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관련 척도들 중 연구자가 의도하는 개념을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추출하여 척도를 구

성하고 측정하였다. 특히 노동시간 관련 태도는 단

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정확한 개념을 측정하는 데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척도가 가지는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향후 남성의 일 관련 

태도에 대한 좀 더 타당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이

를 활용하여 일 관련 태도가 일-가정 갈등과 향상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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