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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본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 기혼부부의 시간일지를 결합한 배열분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미  라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을 분석하고 가구 노동시
간패턴에 따른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 노
동의 다양한 시간조건들이 일-생활 균형을 깨뜨리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것에 주목하
였다. 한국은 악명 높은 장시간노동 사회이다. 노동시간의 양 뿐 아니라 노동시간배치의 
문제도 크다. 한국의 24시간 사회를 가능케 하는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자연주기를 따르
지 않아 신체에 무리를 주고 사회리듬과 동떨어져 있어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또한 가족의 시간압박과 시간배분을 둘러싼 젠더갈등도 일-생활 불균형의 주요한 한
축이다. 가족시간의 부족은 가족형성의 지연과 저출산 등의 영향요인이며 불평등한 시간
배분이 초래하는 젠더갈등도 상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들어서 일-생활 균형
을 지향하는 사회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일부 정책은 역효과마저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간을 둘러싼 현실이 이러한데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일-생활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인 노동시간 연구는 단순 시간양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시간 배치 연구는 일부 직종이나 현장의 사례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상호작용이 큰 남녀부부의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시간을 통으로 결합한 
연구가 유용한데, 국내의 부부결합 시간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시간양 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남녀의 생활시
간을 분석하여 일-생활 균형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때 시간맥락 
하에서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모두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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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본 연구는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각 유형의 가구특성은 
어떠한가?”와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일-생활의 시간 특성은 어떠한가?”의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가구노동시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가구특성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 연
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구노동시간은 기혼남녀의 시간으로 한정
하였으며, 분석자료로 2014년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은 20~50대의 가구주와 배우자인 남녀기혼부부로, 학생은 제외하고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 또는 성인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3,131가구의 6,262개의 
남녀일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시간흐름에 따른 상
태변화를 일련의 궤적으로 파악하는 배열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시점마다 상태의 전환
비중을 고려하고 시간왜곡을 피하는 Lesnard(2014)의 DHM(Dynamic Hamming Matc
hing) 방식을 적용하여 배열 간 거리값을 산출함으로써 타이밍을 중요시하는 시간일지 
분석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배열간 거리값 행렬을 이용해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9개의 가구노동시간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9개 가구노동시간 유형에 
노동의 주체와 시간양, 시간배치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름을 붙이고,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9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노동시간과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을 분석하
였다. 이것은 두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의 시
간표를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 유형별 가구노
동시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가 모두 노동하는 상태,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 
여성만 노동하는 상태, 남녀모두 노동하지 않는 상태의 4가지 상태를 시간대별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프와 대표배열 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생활시간을 남녀 분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의 생활시간은 활동별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으로 파악하였다. 활동별 시간은 노동, 가사, 수면, 자기관리, 적극
적여가, 소극적여가, 기타로 구분하여 평균시간양을 분석하고 시간대별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프로 시간배치를 함께 살펴보았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은 혼자 보내는 시
간, 가족공유시간, 기타지인과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평균시간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
에 유형별 활동별 시간의 대표배열 분석을 통해 실재하는 남녀 개인의 하루시간표를 자
세히 관찰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9개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의 일-생활시간의 구성과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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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맞벌이 유형(D1~D5)은 부부합산노동시간이 10시간이 넘
고 남녀 각각 평균적으로 4시간이상 노동하는 집단으로 전체가구의 47.6%를 차지한다. 
이중 D1.남녀표준형(n=886, 28.3%)은 전형적인 맞벌이부부의 패턴을 갖는다. 남녀 각각
의 노동시간은 9.3시간, 7.8시간이며,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수면과 자기관리 시간으로 남녀 모두 10.5시간 정도를 할애하고 여가시간은 남녀 각각 
3시간, 2.3시간인데 소극적 여가가 절반을 차지한다. 가사시간의 경우 남성은 반시간이 
채 안되지만 여성은 남성의 6배가 넘는 2.6시간을 할애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이 확연하
게 나타난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녀 모두 5시간 정도를 가족이나 지인과 함
께 하는데, 남성은 지인과의 시간이 긴 반면 여성은 가족공유시간이 더 길다. 퇴근 후 
남성은 자기관리와 휴식이 최빈상태이나 여성은 가사시간이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대표
배열 분석을 통해 남성의 자녀양육시간은 여성이 집안일을 할 때만 나타나고 여성의 집
안일이 끝나면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대표배열 분
석에서는 맞벌이자녀를 지원하는 부부외성인가구원의 가사 및 양육지원도 목격되었다.   

D2.남녀장시간형(n=191, 6.1%)은 부부가 모두 10시간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시간은 남녀시간을 합해도 하루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여가시간
은 남녀 각각 2.6시간, 1.7시간 뿐 이며 적극적 여가는 남녀 모두 한 시간 정도에 불과
하다. D2유형 남녀의 시간표는 아침 7~8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노동이 최빈상태
로 나타나며 특히 여성의 일과를 보면 점심휴게시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밤 시간 
노동비중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설명요인분석 결과 여성이 서비스판매, 비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D2유형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기에 다른 활동의 전
환은 밤 10시 이후에 나타나며 가족시간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D3.남녀장시간·여성표준형(n=244, 7.8%)의 남성은 10.7시간 장시간노동을 하고 여성
은 7.4시간의 표준시간 일한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시간이 남성과의 노동시간 차이만큼 
길어서 유·무급노동시간을 합하면 남녀 공히 10시간이 넘는 유·무급의 장시간노동자이
다. D3유형은 미성년자녀수가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가족책임이 남
녀의 유·무급의 장시간노동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은 1시간미만으로 모든 유형중 가장 짧고 자녀와의 시간도 반시간
이 안 되어 아버지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대표배열분석에서도 어
린자녀를 둔 부부가 남성의 장시간노동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이 극대화된 사례가 잘 드
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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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n=108, 3.4%)은 남성은 9.1시간 일하나 여성이 5.8시간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시간노동은 일-가정 양립의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어 이들의 가족책임시간을 눈여겨 살펴보았으나 여성의 단시간노동이 가족시
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성의 노동시간이 가
정친화적이지 않은 오후시간대에 배치된 데에 있다. 여성노동의 최빈상태는 자정 무렵까
지 지속되어 D4유형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단시간노동은 자녀양육과 병행하기 어려운 조
건임이 확인된다. 대표배열분석을 통해서도 단시간노동이 자녀양육기 부부의 일-가정 양
립보다는 중장년여성의 가구소득 보충을 위한 불안정일자리임이 드러났다.  

D5.남녀교대형(n=61, 1.9%)의 남성은 9.1시간 표준시간 노동하나 노동시간이 주로 
야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의 평균노동시간은 4.3시간으로 무노동형과 
주간의 단시간노동이 섞여있다. 생활시간의 구성을 보면 야간노동자 가구의 피폐함이 잘 
드러난다. 야간노동자 남성의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짧으며, 대표
배열 분석을 통해서는 야간노동자를 둔 배우자의 불규칙하고 쪼개진 수면시간, 소극적 
활동 위주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야간노동자 남성의 가족책임시간은 다른 남성들
에 비해 길게 나타나지만 대표배열 분석을 통해 여성의 부재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된다.   

남성외벌이 유형(M1, M2)은 10시간 이상의 부부합산노동시간을 가지며 이 노동시간
의 대부분이 남성노동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의 38.2%의 비중을 차지하며 두 개의 유형
으로 구분된다. 이중 M1.남성장시간형(n=1,057, 33.7%)은 ‘남성-노동’, ‘여성-가사’의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한 시간표를 갖는다. 남성의 노동시간은 10시간이 넘으나 가사시간
은 24분이며, 여성의 가사시간은 6.5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길다. 평균시간양만 보
면 여성은 수면과 여가시간이 길어 여유로워 보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
성의 지인과의 시간은 모든 유형 중 가장 길고 여성은 모든 유형 중 가장 짧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의 시간은 재량시간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대표배열분석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업주부 여성의 가사의 장시간노동과 여성의 여가시간이 질적으로 
크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M2.남성오후근무형(n=138, 4.4%) 역시 남성외벌이 가구이지만 남성의 노동시간배치
가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밤 9시에도 90%이상의 남성이 노동상
태에 있으며 M2유형에는 서비스·판매직, 비임금근로자 남성이 유의미하게 많다. 함께하
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사회적 리듬에서 유리된 노동시간배치가 관계의 시간들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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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난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20시간이 넘게 매우 길고, 가족공유시
간이 짧으며, 특히 자녀와의 시간은 24분으로 매우 짧다. 대표배열분석을 통해서도 자녀
양육기에 있는 남성이 오후시간대에 일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시간을 기대조차 할 수 없
고 여성에게 전적인 가족책임을 부여하여 가족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타 유형으로 분류된 유형은 여성외벌이형과 무노동형 두 가지가 있다. F.여성외벌
이형(n=84, 2.7%)은 여성은 평균 8.9시간 노동하나 남성은 0.4시간만 일하여 거의 무노
동의 상태를 보이는 시간표를 갖는다. 여성외벌이형의 대칭형은 남성외벌이형일 테지만 
외벌이배우자를 둔 남녀의 시간표는 매우 다르다. 남성외벌이 가구의 여성배우자의 주 
활동은 가사노동이지만 여성외벌이 가구의 남성배우자의 주 활동은 여가다. F유형 남성
들의 여가시간은 8.4시간으로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에 절반정도씩 할애된다. 수면
과 자기관리시간도 모든 유형 중 가장 길다. F유형 남성의 가사시간은 1.6시간으로 전 
유형 남성 중 가장 길지만, 대표배열분석을 해보면 여성의 부재시에만 나타나는 조건적 
활동이며 여성의 부재시간이 길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들(식사준비 등)이 많아
져서 확보된 가사시간인 것이 확인된다.  

N.무노동형(n=361, 11.5%)은 남녀 각각의 노동시간이 3.1시간, 1.0시간으로 매우 짧
다. 활동별 최빈상태를 보면 남성의 경우 오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노동이 최빈상태로 
나타나며, 이후 적극적 여가, 식사 등의 자기관리시간, 소극적 여가가 차례대로 최빈상
태로 나타난다. 무노동형은 가족공유시간이 남녀 모두 4시간이 넘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대표배열분석을 통해서도 노동과 여가, 가족책임의 시간이 고르게 나타나고 젠더
평등한 시간표를 보여 9개 유형 중 가장 일-생활 균형된 시간표로 해석되었다.    

이상 9개 유형들의 가구노동시간과 남녀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
면, 일-생활 불균형의 현상이자 원인으로는 ‘장시간노동’, ‘젠더불평등’,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지목할 수 있으며, 일-생활 불균형된 시간구성의 특성으로 ‘가족시간의 부족’, 
‘여가시간의 부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장시간노동이 만연함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다각적인 노력이 동
반되어야 한다. 장시간노동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법적규정의 정비, 기업의 인력최소화 
경향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정책에서의 기업부담의 축소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최저임금
의 현실적 적용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비표준시
간대 노동을 지양하고 노동자의 시간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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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시간배분의 젠더평등을 위해서는 공동부양-공동돌봄 모델로의 정책지원이 필요
한데 이는 양적인 측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감소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젠더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돌봄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가족단위의 문화생활과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의 경우 관계와 돌봄의 
시간이 시간의 위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의 주제를 ‘노동시간’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실증
적인 관찰과 사회정책분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시간연구를 통해 시간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부시간을 
결합한 가구 관점의 시간연구를 수행하여 남녀 간 시간의 균열과 분배의 양상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었으며, 연구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주 연령대 기혼남녀의 시간구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일-생활 불균형의 문제가 전 계층에서 존재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시간자료를 배열분석에 적용함으로써 하루 시
간표를 시간맥락 속에 하나의 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했다는 것을 가장 
큰 기여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대표배열 분석을 통해 질적인 보완이 가능한 대표사례분
석의 한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군집분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함께하는 사람별 
분석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하루치 평일일지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일지
의 여러 정보를 이용한 질적인 분석, 다양한 조합의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분석, 장기간
의 시간사용패턴 분석을 후속연구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일-생활 균형, 노동시간, 부부의 노동시간, 시간배분, 배열분석, 시간일지
학  번: 2009-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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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의 관점에서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특히 한국
사회 ‘노동시간의 복합적인 시간조건’들이 일-생활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에 주목한다. 
여기서 일-생활 균형을 깨뜨리는 시간조건은 장시간노동은 물론 그 이면의 노동시간 양
극화나 젠더불평등의 집단간 차이, 그리고 무리한 노동시간배치를 의미한다. 

한국은 장시간노동으로 유명하다. 2015년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
13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시간인 1,776시간에 비해 연간 347시간 길며, 이는 주40시
간으로 계산했을 때 두 달은 더 일하는 셈이 된다(OECD, 2016). 장시간노동의 이면에는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집단이 있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의 문제는 미
래의 불안과 함께 이슈화되어 있고,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수
면위로 떠오른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다. 교육성과
에서 남녀평등을 달성한지는 오래되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소원하다. 특히 
유자녀부모의 남녀고용률 격차가 OECD평균에 비해 30%이상이나 큰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유독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OECD, 2016). 

노동시간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불이 꺼지지 않는 사회이다. 외식산업이나 
유흥산업은 물론이고, 쇼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제공도 평일 늦은 저녁, 주말과 같은 
비표준시간대(non-standard hours)2)에도 활성화되어 있다. 서비스산업 뿐 아니라 제
조업이나 중공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서의 비표준시간대의 근로비중도 높다. 그렇다면 ‘2
4/7 경제(24/7 economy)’를 돌아가게 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까? 이들에게 “24

1) 본문에서의 ‘일’은 시장노동을 의미하고 ‘생활’은 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생활 균형에서의 ‘균형’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균형과 불균형을 구분하는데 있지 
않다. 일과 생활의 시간을 드러내고 해석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거리’들을 
보여주고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비표준시간대(non-standard hours)는 표준적인 노동시간대인 평일의 오전9시-오후6시를 크게 벗
어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른 아침, 늦은 밤, 주말의 노동이 포함된다. 본문의 분석에서는 비표
준시간대를 07:00~20:00를 제외한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쓰이는 ‘비표준적인 노동’
이 시간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표준적이지 않은 시간양 또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양에 있어서는 10시간이 넘는 장시간이거나, 단시간의 노동을 비표준적이라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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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가능한 사회”는 “24시간 늘 피곤한 삶”일지 모른다(김영선, 2013: 123). 인간은 생
물학적 존재로서 자연주기를 따르기에 이 리듬과 조응하지 않는 삶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내의 시간압박과 시간분배를 둘러싼 젠더갈등이
다.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일-가정 양립 문제에서 출발할 만큼 ‘가족’은 일-생활 균형 
문제의 핵심을 차지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3). 언뜻 보기에 저출산과 장시
간노동은 다른 해법을 가진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가족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집밥’이 로망이 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꿈이 되는 현실에서4), 절대적
인 시간투입과 물리적 헌신이 요구되는 출산과 육아를 결단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장시
간노동은 젠더갈등을 수반한다. 장시간노동은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책
임자의 전통적인 젠더규범과 조응하는데, 이를 담보할 현실은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업
종의 유연노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화된 경제위기로 남성부양자의 가족임금이 불안정해지면서 외벌이 가구에서 맞벌이
로의 전환도 빈번해지고 있다5).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역할의 변
화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0분인데 비해 여
성은 무려 6배가 넘는 3시간 14분에 달한다(통계청, 2015b). 이러한 ‘지체된 혁명(stalle
d revolution)6)’ 중에 있는 한국의 워킹맘들은 ‘바쁨’이라는 말로는 채 담지 못하는 ‘압
축적 시간경험’을 하고 있다(조주은, 2013).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 가족도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가처분 자원이 충분해야 하며, 가구원간의 적절한 분배도 중요하다. 시간이라는 
중요자원의 고려 없이 가족의 재생산을 계획하는 것은 무분별한 일일 것이다.  

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일-생활 균형의 지향을 표방하는 정책들도 증가
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정책들은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노동의 축소, 출산 

3)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낮은 1.210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4년 
이후 지난 10년간 2011, 2012년을 제외하고는(헝가리와 포르투갈이 최하위)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OECD 통계국,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4) 2016년 현재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하고 레시피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이 인기이다. 
이러한 ‘집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가정에서 손수 만든 식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된 현실이 있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한 정치인의 선거구호로 쓰인 이후 
한국사회에 큰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5) 2014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가구의 43.9%로, 기혼부부 다섯 쌍 중 두 쌍은 맞벌
이이다(통계청, 2015b).

6)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늘었는데도 남성의 가사책임이나 직장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에 대해 Hochschild(1997)는 여성이 너무 많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지
체된 것이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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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휴가 등 다양한 휴가의 확대, 시간제일자리나 유연근무제 등의 노동조건의 다양
화를 추구하고 노동자 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가사노동과 육아의 성별분화를 지
양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7).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관련법이 제정되고 제
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2004.2.9.)과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2005.5.18.)의 제정, 2005년 고용보험법 개정(2005.12.7.), 2007년 남녀고용
평등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2007.12.21.)이 있었으
며,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12.14.)을 통한 출산휴가 90
일분 전액 고용보험지원(2005), 육아휴직 급여 인상(2007),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 장려
금 신설(2007), 가족친화인증 제도(2007)가 실시되었으며,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
진법(2008) 등이 제정되었다(김영선, 2013).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부 제도의 경우 오
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일-생활 불균형의 주범인 장시간노동의 관행
은 일개 법과 제도를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로 얽혀 있어 일부의 개혁으로는 쉽게 바
뀌지 않는 ‘제도적 관성(institutional inertia)’을 갖고 있다(배규식, 2012; 2013). 실상 
정책을 구상하는 테이블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실의 괴리는 크다. 괴리를 메꾸려면 작업
장의 분위기나 문화적 차원, 통용되는 노동윤리와 규범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급주의적 시행으로 인해 정작 현장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사멸되는 
정책도 많다. 일-생활 균형을 표방하는 대표 정책인 각종 휴가나 휴직제도, 시간자율성
을 높이는 제도들이 그 예가 된다8). 또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한 축인 젠더불평등 
역시 효용중심 접근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며, 남녀의 ‘다름’을 강조하는 정책
들은 역효과마저 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남녀임금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의 남녀평등보다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이나 시간제 근로

7) 물론 논의되는 학문영역, 접근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노동시간(work time)’, 
‘유연성(flexibility)’, ‘고용과 실업(un/employment)’, ‘복지(welfare)’, ‘사회 안정(social security
)’, ‘가족(family)’, ‘출산율(fertility)’, ‘이민(migration)’, ‘인구학적 변화(demographic changes)’, 
‘소비(consumption)’, ‘여가시간(leisure time)’ 등과 관계가 있으나,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저출산과 
이민정책, 고령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개인 및 가족구조(돌봄과 성역할), 삶의 
질 측면에서, 개인적 접근으로는 가족구조와 상황, 생애주기의 측면에서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Pich
ler, 2009: 451). 

8) 2014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는 3,412명, 2015년도에는 4,872명에 불과하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남녀는 2014년 1,116명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1%에 불과하며,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를 인지하는 비중도 47.1%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통계청,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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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에 대한 낙인과 여성일자리의 저열성을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기도 한다(신경
아, 2014a, 2016; 이주희, 2012). 또한 기업차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여가프로그램, 복지
제도는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 내부경쟁을 조장하고(김영선, 2012)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MacInnes, 2006: 244). 

이처럼 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크고 사회정책의 결과들이 미미하거나 심지어 부정적
인데도, 국내 사회과학 영역에서 진행된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복지
영역에서 시간을 주제로 한 실증적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는 인식과 방
법론의 한계가 공존한다. 우선 결핍과 불평등에 대한 개입을 주로 해온 복지영역에서 시
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크다9). 그나마 시간압
박의 문제가 가시화된 맞벌이부부 대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이나 가사노동분배를 주제
로 한 연구들이 존재하는 편이다(김수정·김은지, 2007; 김진욱, 2005; 2008; 손문금, 20
05a, b; 장미나·한경혜, 2011; 주은선, 2014; 조성호, 2016; 허수연, 2008).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자료에 대한 활용과 방법론의 발달이 미미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 여러 범주의 활동시간을 다루려면 단위시간마다 
활동을 기입한 방식의 시간일지 자료가 요구되는데, 연구자 개인이 이를 수집하기란 쉽
지 않다. 다행히도 국내의 유일한 시간일지 방식의 전국조사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
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양의 단순집계를 넘어서는 활용은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도 노동시간에 대한 단순집계나 설문지법에 의
한 단편적인 시간정보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는 단편
적인 차원에서 장시간노동과 같은 현안을 다루거나 노동시간단축, 시간제근로 등 개별적
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제안하는 연구들 위주이다(국미애, 2013; 금재호, 2014; 배
규식, 2012; 2013; 2015; 신경아, 2014a). 또한 24시간 경제의 대명사인 한국에서 노동
시간배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교대제를 시행하는 특정 직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있

9) Goodin et al.(2008)은 ‘시간’이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평등한 특성을 갖는 자원(currency of ega
litarian justice)이라고 보았다 첫째, 시간은 평등성(egalitarian)을 가진다. 사람은 모두 똑같이 하
루 24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그 어떤 사람도 하루 24시간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희
소성(scarce)을 갖는다. 셋째,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산을 위해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
에서 절대적 필요성(necessary)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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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강신준, 2011; 박주상, 2013; 박주상·최응렬, 2010; 박태주, 2009a,b; 2011; 안정
옥, 2010; 하희정·한경수, 2007) 전국적인 자료로 시간배치를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반면 서구에서는 노동시간 연구에서도 시간자체에 주목하여 시간양과 시간배치, 다른 
활동시간과의 리듬 등 다양한 시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진행된 편이다. 노동의 
‘시간양’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노동시간단축의 좌절을 겪으면서 제
기된 노동시간의 증감논쟁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등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에게서 
노동시간증가현상이 나타나면서 시간측정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의미해석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되면서 입체적인 연구로 확대된 것이다. 단선적인 평균시간양의 추이분석에서 
벗어나 집단 간 시간양의 차이를 강조하거나(Gershuny; 2003; 2009; 2011; Jacob and 
Gerson, 2004),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여가 및 가사시간과의 구성을 살피고 시간범주를 
세분화하여 의미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Aguiar and Hurst, 2007; 2008; 
2009; Gimenez-Nadal and Sevilla, 2012). 노동의 ‘시간배치’에 관해서는 90년대 후
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동시간대를 사치재(luxury goods)로 해석한 Hamermesh(199
8; 1999; 2002)의 연구를 시작으로,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Presser, 2003). 특히 비표준시간 
노동은 사회의 공통리듬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족공유시간이나 지인과
의 교제, 지역사회의 참여와 같이 ‘함께 하는 시간’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확대
되고 있다(Craig and Powell, 2011; 2012; Lesnard, 2008; Presser, 2000; 2003).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배열분석을 시간일지에 적용(social microsequence ana
lysis)하여10) 노동시간양과 배치, 다른 활동과의 결합까지 전체적으로(holistic) 분석하는 
기법이 시도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Cornwell and Warburton, 2014; Glorieux et 
al., 2008;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Lesnard and Kan, 2011; Minnen et 
al., 2015). 배열분석은 사건들의 ‘순서(order)’를 살피는 분석방법으로 시간을 분절된 
자원이나 할당된 예산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시간의 맥락(temporal context)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낮에 8시간 노동하는 것과 밤에 8시간 노동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함께 출퇴근하며 8시간씩 16시간 일하는 것과 교대로 바통을 터치하며 

10)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은 생명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사용하던 배열간 차이(거리) 
측정방식을 1980년대부터 사회과학에서 도입하여 노동경력이나 생애과정 등의 분석에 적용해 왔으
나, 시간일지와 같은 미시자료에 적용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배열분석의 제2시기라 불리는 대폭적
인 방법론적 보완이 있은 이후이다. 이때 현실성을 높이는 배열간의 거리측정방식들이 제안되면서 
시간일지에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Aisenbrey and Fasang, 2010; Cornwel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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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시간대에 8시간씩 16시간 일하는 것이 과연 같은가?’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
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연구에서 시간일지를 활용한 배열분석은 시간일지를 
노동과 비노동의 배열로 보고, 이 배열들 간의 차이값(거리값)을 산출한 후, 군집분석(cl
uster analysis)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유형화 분석으로 이어진다. 유형화 분석은 현
대사회에서 노동시간이 단선적으로 나타나기 보단 집단 간 분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차이’를 드러내기에도 적합한 방식이다.  

그간 가구의 시간배분을 다루는 실증연구들은 시간사용에 대한 가구원간의 상호작용
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개인의 시간양(또는 전체시간 중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기반의 분석모형에서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시간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혼부부의 시간은 상호작용이 커서 일방의 인과관계로
만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개인단위이기 때문에 가구시간을 공동자원
으로 인식하고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혼부부의 경우 남녀의 시간
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된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생활 불균형의 상
당부분이 과거 전업주부가 할애하던 가구의 가처분시간이 사라진데서 비롯되기 때문에(J
acob and Gerson, 2004) 남녀시간을 통으로 결합한 가구시간으로 시간활용과 가구원
간의 분배를 직접 살피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부결합 방식으
로 가구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소수 존재하지만, 남녀의 시간양만을 결합
하는데 그쳤다(김주희, 2012; 김진욱·최영준, 2012; 유성용, 2008). 이중 김주희(2012)와 
김진욱·최영준(2012)의 연구는 부부결합의 시간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여 다양한 부부결합
시간의 패턴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시간양만 사용하여 시간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 노동시간의 다양한 시간속성을 
고려하고 가구의 시간분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간일지를 이용한 배열분석으
로 부부결합방식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Lesnard(2008)
가 프랑스 맞벌이부부의 시간일지를 결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에서도 이 연구가 유
일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이 방식으로 가구공동자원인 가구시간의 사용
실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남녀간 분배에 있어서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일
하는지는 물론, 남녀가 언제 출근하고 누가 먼저 퇴근하는지, 교대로 일하는 부부의 시
간리듬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後) 작업으로 가구노동시간 유형
에 따른 남녀 개인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생활 불균형의 커다란 한축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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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시간분배의 불균형인데, 이는 노동시간의 배분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따른 남녀의 
시간반응이 다르다는 것에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시간맥락 하에서 남녀의 
시간구성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은 그간 간과되었던 시간리듬과 그 안에서의 개인들
의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남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설계의 테
이블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맥락 하에서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남녀 개인의 생활시간 분석으로 일-생활 균형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그 특성들
을 밝혀, 최종적으로는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 사회복지의 함의 마련의 근거로 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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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고 유형들의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명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일-생활 균
형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써 가구의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이것을 도출해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일-생활 균형의 개괄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일-생활 균
형의 문제에서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여기서의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는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
를 한 궤적으로 파악하는 배열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그간 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왔는지 시간양과 배치의 시간속성의 측면에서 고찰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을 도출한 후에는 각 유형에 포함된 가구들의 
특성들이 어떠한지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선행된 실증연구 검토를 통해 시간배분의 설명요인들을 추리고 분석에 포함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일과 생활시간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시 두 가지의 연구문제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구노동시간의 시간양과 
시간배치가 어떠한지, 남녀의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두 번째는 가구
노동시간 유형별로 개인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비슷하게 일한 맞벌
이부부가 집에 와서는 가사노동과 여가로 활동이 분리되거나, 같은 여가 시간을 보내더
라도 혼자만의 시간과 자녀와의 시간으로 분리되는 등 다른 생활시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성별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개인 생활시
간은 수면 및 자기관리, 가사, 여가 등의 ‘활동별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 지인과의 시
간, 혼자 보내는 시간 등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분석한다. 이러한 두 번째 연구문제
의 전(全) 과정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노동시간 이론, 가구의 시간배분 이론 및 
선행연구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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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각 유형별 가구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일-생활의 시간은 어떠한가? 각 유형별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1 ]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2 ]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개인의 생활시간은 어떠한가? 활동별 시간은 어떠한가?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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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간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구노동시간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녀 개인
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일-생활 균형’의 등장배경과 개
념, 측정대상과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 차지하는 노동시간의 영
향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분야에서 시작되어11) 조직심리학, 가정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나, 한국 사회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생활 균형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김정운·박정열, 2008; 박예송·박지혜, 
2013; Morris and Madsen, 2007). 일-생활 균형 주제가 등장한 데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으나12),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다(Guest, 2002; MacInne

11)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용어는 1972년 국제노동관계컨퍼런스(International lab
or relations conference)에서 논의된 일-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김
정운 외 2005: 30). 

12) 일-생활 균형의 요구에는 일과 생활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녹아있다. Zedeck and Mosier(1990)
와 O'Driscoll(1996)은 일과 생활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5개 모델로 정리하였다(Guest, 2002 재
인용). 우선 ‘분리모델(Segmentation model)’은 일과 일 이외의 생활은 동떨어져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으로, 일과 가정의 분리,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돌봄책임자인 여성의 분
리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시간압박과 갈등, 일-생활 불균형 현상들이 목격되는 현실에서 
이 모델의 적용가능성은 낮다. 반면 나머지의 4개 모델은 일과 생활 영역간의 영향을 전제로 한다. 
‘파급모델(Spillover model)’은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직장생활의 피곤함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는데 소홀하다거나,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상모델(Compensation model)’은 한 영역이 부족
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영역을 통해 보충된다는 관점이다. 육아를 위해 단시간노동을 선택
한 여성이 인사고과의 불리함이나 낮은 성취감을 자녀돌봄의 정서적 만족으로 보상받는 것이 예가 
될 것이다. ‘도구적 모델(Instrumental model)’은 영역간 위계를 두어 어느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고 본다. 가족사랑의 미명 하에 일의 영역이 절대화되고 가족 영역의 본래 목
적이 훼손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갈등모델(Conflict model)’은 모든 영
역의 요구수준이 높아서 선택과 배분의 문제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으로, 최근 맞벌이부부를 대상
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이 모델에 근거하여 갈등상황을 다루고 있다. 

   한편, Clark(2000)은 최근의 일-생활의 상호의존성을 위의 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
판하며, 영역 간 ‘경계(border)’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이론(border theory)은 개인들이 일
과 가정의 영역(domain)을 넘나든다고 보고(border crosser), 영역 간 경계의 특성에 따라 일-생
활의 균형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경계는 물리적(physical), 시간적(temporal), 심리적인(psychologi
cal) 경계로 구분되는데, 이 경계들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얼마나 흡수되는지(permeabilit
y), 또는 얼마나 유연한지(flexibility), 그리고 영역들이 섞이는 것(blending)이 가능한지에 따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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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2006). 이는 근대성의 상반된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근대의 기술진보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졌다. 동시에 근대성은 시공간을 압축시켜 노동의 생활세계 침투와 삶의 가속화를 
야기하였으며,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노동의 정규성은 사라지
고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 이외의 것들 즉, 생활에 대한 관심(intensif
ication of life)이 증가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구조
와 성역할의 변화이다(Greenhaus et al., 2003).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쇠퇴하고 맞벌
이가구, 한부모가구, 독신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일-남성, 가정-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분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나, 성역할의 변화는 ‘지체된 혁명(lagged revolution)’ 
상태로 머물러 있다(Hochschild, 1997). 즉, 여성의 변화에 비해 남성과 기업 등 조직
의 변화는 느리고 전시대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어서 일-가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재조정과 정책적 지원으로서 일-생활 균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동공급과 결부된 인구학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MacInnes, 2006). 1
960년대 이후 유럽사회의 노동공급은 축소되었으며 일-생활 균형 정책은 여성고용 증가
를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동공
급 축소에 대한 대응으로 일-생활 균형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일-생활 균형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산업사회에서 널리 거론되고 정책화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개념화가 어려운 은유적 표현(metaphor)이다(Guest, 2002). Greenha
us et al.(2003)은 직장, 가정, 지역사회, 영성 등 삶의 여러 영역들에 동일한 관심, 주
의, 시간을 투입하는 것을 균형 상태라 정의하면서 투입수준에 따라 균형의 상태를 구분
하였다. 특히 일-생활 균형 논의에서의 ‘균형’은 적절한 투입이 전제된 개념으로 시간 
및 역량투여가 과소 사용되는(under-utilized) 상태가 아닌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good 
functioning) 상태로 본다(Clark, 2000; Guest, 2002). 일차적 의미로 양적인 균형(an 
equal distribution of weight or amount)을 의미하지만(Guest, 2002),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질적인 측면이 포함된다(Tausing and Fenwick, 2001). 
일반적으로 균형은 좋은 것이라고 전제되며, 내·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적절한 상태를 의
미한다. 사회마다 적절한 균형 상태를 정하고 이를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사회의 법정
노동시간 제도도 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계의 강도(border strength)가 결정된다. 일과 생활의 분리가 불명확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
려한다면, 이 모델의 유용함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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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을 균형 있게 배분할 것인가? Greenhaus et al.(2003)은 ‘시간(time 
balance)’, ‘관여도(involvement balance)’, ‘만족도(satisfaction balance)’를 그 대상
으로 지목하였다. 우선 시간은 정량으로 한 영역의 쓰임이 다른 영역의 배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차적인 분배의 대상이다. 이때 시간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구성과 형태로서 배치와 속도, 
예측가능성과 재량권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진다. 관련하여 Fisher and Layte(2004)은 시
간자료를 이용한 일-생활 균형 측정 시 활동의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 동시행동, 
이행하는 활동의 개수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간 일-생활 균형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대규모 사회조사나 조직·기업 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관여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개인의 주관적 균형감을 측정하였다. 개발된 
척도로 개인의 관심과 에너지의 배분과 상태를 ‘일-생활의 동등한 균형(balance-empha
sis equally on home and work)’, ‘일 중심경향(balance-work central)’, ‘가정(또는 
여가) 중심경향(balance-home central)’, ‘일이 가정(또는 여가)에 미치는 여파(spillove
r and/or interference of work to family)’, ‘가정(또는 여가)이 일에 미치는 여파(spi
llover and/or interference of home to work)’ 등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Guest, 20
02: 265). 서구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
P), European Social Survey(ESS) 등의 대규모 사회조사에서 ‘일로 인한 가족갈등(wo
rk-to-family conflict)’이나 ‘가족으로 인한 일 갈등(family-to-work conflict)’을 심리
적 피로감(strain-based fatigue)이나 시간갈등(time-based conflict)과 관련된 설문문
항으로 측정하여 정책도입을 위한 근거자료나 제도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
여 왔다(Pichler, 2009).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들
이 대거 도입된 이래, 2000년대 후반부터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하
여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인적자원
개발 분야나 경영학, 가정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박예송·박지혜, 2013). 

그러나 일-생활 균형 상태를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로 측정할 때 개인의 주관적 
균형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13). Guest(2002)는 영국의 취업자 1000명을 대
상으로 1998년, 2000년의 두 차례에 걸쳐 개인의 일-생활 균형감을 측정한 결과, 균형

13) 사회를 연구하는 관점은 내부의(emic) 관점과 외부의 관점(etic)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생활 균
형 연구의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 즉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의(emic)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사회지표는 ‘조건의 
징후(manifestations of conditions)’이어야하기 때문이다(Å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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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5%에 지나지 않았으며 노동시간의 길이와 지각된 일
-생활 균형감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조주은(2013)은 중산층의 전문·관리
직 여성들이 바쁘다고 호소하는데 비해 직업적 위계에서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바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급노동을 채워나가고 있을 때만 바쁘다고 인식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균형감은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다. 객관적 지표가 고려되어야 하며, 개인 뿐 아
니라 배우자, 자녀 또는 직장동료 등 주변인을 포함한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영역 구분에 따라서도 일-생활 균형의 개념은 달라진다. 즉, 일(work)과 생활(life)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은 일반적으로 유급노동을 의미하며, 생활은 일이 
아닌 영역을 의미하지만 가정영역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생활 균형을 다룬 많
은 연구들은 실제로는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연구로 여성중심의 가족책
임, 특히 자녀돌봄을 주로 다뤄왔다. 하지만 생활의 영역은 자기돌봄의 영역인 여가, 휴
식, 건강 그리고 타인돌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활동까지 포괄하는 개
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일-가정 균형이 아닌 일-생활 균형으로 영역을 확장할 경
우 더 포괄적이고 심화된 함의 제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정과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 전체를 포괄할 수 있고, 독신가구 등의 새로운 가구형태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자
기돌봄, 여가의 영역을 포함하면서 삶의 질, 행복, 만족감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신경아, 2009; 주은선, 2014; Eikhof et al., 2007).   

‘일-생활 균형’ 논의의 촉발이 무리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된 갈등과 압박이었기 때문
에 균형의 영역에서 일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실상 산업사회 이후 노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어서 많은 논자들은 노동시간 자체를 복지지표의 하
나로 여겨왔다(Fisher and Layte, 2004). 과거 고전경제학자인 Mill이 경제성장이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가시간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적절한 노동조건이 곧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가능한 주장이다. 인간의 여러 활동 중에서 노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인간의 활동시간을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와 제한
(constraints)을 기준으로 분류한 Ås(1978)는14) 노동시간은 계약에 의한 시간으로 선택

14) Ås(1978)의 네 가지 시간범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수 시간(necessary time): 기본적인 생리활동을 위한 시간(수면, 개인위생, 건강관리시간)으로 

시기별, 국가별 별 차이가 없으며 선택의 자유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시간 시야(time perspec
tive)’는 매우 짧다.

② 계약의 시간(contracted time): 돈과 관련한 계약에 의해 규칙적으로 할애되는 시간으로 노동시간
을 의미한다. 선택의 자유는 개인별로 다르다. 시간 시야(time perspective)는 긴 편이고,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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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변화가 쉽지 않고 다른 활동에 비해 길기 때문
에 생활의 리듬을 주도하고 다른 시간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
국을 비롯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을 통한 근로소득이 중요한 소득원이 됨
에 따라 노동시간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졌다(Gershuny, 2009; 2011). 더군다나 노동
중심의 투자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인들에게 노동은 절대적인 삶의 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15) 노동 영역은 한국의 일-생활의 균형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정책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도 노동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 Tausi
ng and Fenwick(2001)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통해 일의 영역에서 일-생활 불균형 문
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장한다. “일-생활 균형 논의의 출발점이자 시간압박 문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가정 갈등 논의에서 일과 가정 중 어느 영역이 더 문제인
가? 가정 영역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가족 영역의 요구가 
과도하다고(greedier) 말할 수 있는가?” 즉, 가정영역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입을 
두고 이 부문을 갈등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가정의 요구는 자연조건과 
상태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적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은 일, 노동의 
영역이기에, 노동시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가족구조 및 성역할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때 일-생활 균형의 일차대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
게 주어진 기본자원인 ‘시간’이다. 그간 지각된 균형감과 같은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지표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 

길이도 길며 다른 시간에 큰 영향을 끼친다. 
③ 헌신의 시간(committed time): 이전에 선택한 것들에 대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자녀를 출산하고, 차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선택한 
장비(equipment)를 관리하는 행위(주택, 자동차 관리 등), 사람을 돌보는 행위(자녀돌봄 등), 쇼핑 
등의 구매 행위가 포함된다. 이 시간에 포함되는 활동은 시장에서 구매가능(가정부, 시터 고용 등)
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편이다.

④ 자유 시간(free time): 위의 세 가지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들을 의미하며,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
이 보장된다. 헌신의 시간과 자유 시간은 둘 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헌신의 시
간을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는 제한적이다. 헌신의 시간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개인이 선택하지 않
는다하여 그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다른 이에게 전가되거나 보류되는 반면
(설거지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 자유 시간은 개인이 선택
하지 않으면 없는 시간이 된다.

15) 한국사회의 노동중심 문화와 성과중심적 사고를 다룬 논의로 한병철(2012)의 ‘피로사회’, 김영선(2
013)의 ‘과로사회’, 강수돌(2015)의 ‘일중독사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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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황파악과 정책적 대안마련에 용이하다. 왜냐면 
일-생활 갈등의 상당부분이 과다한 노동의 요구에서 비롯되었고, 생활시간에 대한 노동
시간의 지배력이 크며, 가정을 비롯한 생활 영역이 자연조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조정이 
어려운데 비해 노동영역은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일-생활 불균형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노동시간’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이론들과 가구의 시
간배분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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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고찰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가구의 노동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가구 내 개인들의 시
간배분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은 일-생활의 균형을 깨뜨리
는 주된 원인으로 장시간노동과 불평등한 노동시간양, 무리한 시간배치 등 노동의 다양
한 시간조건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시간 이론은 노동의 시간적 속성, 구체적으
로는 노동의 ‘시간양’과 ‘배치’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시간배분 이론을 통
해서는 가구의 노동시간 분배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사, 여가시간 등 생활시간을 구분 
짓는 기제와 조건들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가구는 남녀 기혼부부를 의미
하므로 결국은 가구 내 남녀의 시간배분에 대한 논의라고도 할 수 있다. 가구 내 남녀의 
시간배분은 주요하게 경제적 관점의 ‘합리이론’과 사회학 및 여성학적 관점인 ‘젠더이론’
으로 양분된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합리이론과 젠더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기
로 한다.   

1. 노동시간 이론 
 

1) 노동시간증감 이론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은 시장에서의 유급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양은 
주요하게 경제성장의 종속변수로 해석되어 왔다. 즉,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의 시간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장과 노동시간 양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경
제가 성장하면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가는 정상재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보다 여가를 중시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18세
기 Adam Smith, Turgot, Saint Simon 등의 계몽주의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 
평등하게 배분되면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후 고전학파, 
한계이론가들과 신고전학파, Keynes로 이어지는 경제학의 주류는 공통적으로 이 입장을 
고수하였다16). Mill은 인간의 욕구는 유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필요재화

16) 중상주의 이래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으로 여겨왔다. 임금증가에 따라 사람들은 노동공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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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비금전적인 영역의 진보를 꾀할 것이라 보았
으며17), Mill의 주장에 따라 Stanley Jevons 등의 한계이론가들도 경제성장이 임금상승
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해방을 가능케 할 것이라 보았다(이상 김영선, 2011; Hunnicut
t, 2011 에서 재인용). Keynes(2010 [1928]) 역시 1920년대의 경제공황은 단기적인 위
기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인간의 절대적 필요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것이며 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18). 

반면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경제성장이 오히려 노동시간양을 증가시켰다는 입
장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 더 많은 산출과 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노동시간 축소를 담보하지 못
하며 오히려 노동시간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생산부분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structural bias)은 맑시즘의 기본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상헌, 2002). 맑스에 의하면 자본의 기본적 전략은 노동력의 집약적 사용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양을 증가시킨다. Schor(2005)는 맑시즘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기업이 장시
간노동을 선호하게 되는 구체적인 기제와 이로 인한 생산과다 및 소득증가가 집약적 소
비(intensive consumption)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의 요지는 생산부문
의 과도한 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더 큰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경향은 신용카드, 대출로 인해 강화되며, 이러한 소비요구 기제들에 의해 우선 소비
되고 다시 빚을 갚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패턴의 악순환, 즉 ‘노동과 소비의 악순환(the 
insidious cycle of work-and-spend)’으로 귀결된다19).    

리는데,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노동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17) Mill에 의하면 재화는 필수재와 사치재로 구분되고, 삶은 금전적 효용이 지배하는 영역과 비금전적 

효용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필수재 공급이 충분하게 된 상태가 되면 경제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도래하는데 이 상태를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정상상태, 
“아무도 가난하지 않아서 아무도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물리적·정신
적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여가를 갖게 되어... 삶의 고결함을 위해 자유롭게 문화와 교양을 연마”
할 수 있기에 “정서적 교양, 도덕과 사회의 진보, ...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진보가 이루
어진다(Hunnicutt, 2011: 49-50에서 재인용).  

18) Keynes는 1928년 집필한 “Econ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라는 에세이에서 기
술발전으로 2030년이 되면 경제적인 필요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 기술하였다.

19) Schor(2005)의 소비주의는 Cross(1993)나 Hunnicutt(2011)이 주장한 ‘문화적 소비주의’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과도한 선호가 노동시간의 길이를 증가시켰다기 보다 과대한 
산출과 소득에 사람들이 소비선호를 맞춰온 것이라는 것이 Schor(2005)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처
럼 Schor(2005)는 소비선호가 자본주의의 생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호의 내생성(preference endogeneity)’은 노동자의 선호가 외생적으로 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의 관점과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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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r(2005)와 비슷한 주장으로 Cross(1993)와 Hunnicutt(2011)은 경제성장이 노
동의 시간양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소비문화의 침투로 설명한다. 즉 소비문화
의 확대가 1920년대 이후 미국 등 서구사회의 노동시간축소의 지체 또는 증가현상, 노
동시간감축운동을 이끌던 노동운동세력의 쇠퇴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Cross
(1993)는 서구사회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영국, 프랑스의 1920-30년대의 소비문화 발흥과 1950년대 이후 소비문화의 
대중적인 확산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한다. Hunnicutt(2011) 역시 미국의 1920년대 대공
황 이후 캘로그사의 6시간 근무제의 흥망을 문화적으로 그리며,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속
성뿐 아니라 노동의 격상, 소비문화의 확대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좌절시켰다고 주장한
다20). 

소비문화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Linder(1970)가 장시간노동과 과다한 소비로 바쁜 
고소득층을 ‘분주한 여가계급(the harried leisure class)21)’이라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도 했다. 그는 20세기 초의 스웨덴, 20세기 중반의 일본만 하더라도 여가계급은 시간이 
풍족했는데(time affluent) 오히려 그 이후에 경제가 성장해도 소비와 장시간노동이 맞
물려 시간빈곤의(time-famine) 문화가 확산된 것을 두고, 과도한 소비문화가 노동시간 
증가를 부추기고 이로 소득은 높아지지만 돈을 쓸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서 여가는 분주
해진다고 진단하였다. Linder는 여가가 여가답지 않은 데에도 여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is it still leisure when it ceases to be leisurely?) 장시간노동과 소
비과다문화는 모방을 통해 전(全) 계층으로 확대될 것이며 한계 없는 성장으로 심각성은 
더 커질 것이라 비극적인 전망을 하였다(Gershuny, 2003: 57).

한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이로 인한 불안감의 측면에서 장시간노동과 불안정노동 
또는 실업이라는 노동시간양의 양극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김영선(2011; 2013)은 
소비문화의 침투로 장시간노동을 설명하는 것은 중산층 위주의 미국적 맥락에서나 가능
하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사회의 장시간노동 현상에 대해 역사적 상황과 환경적인 맥락의 

20) Hunnicutt 등의 문화주의자들은 이들의 작업이 경제적인 요인을 부정한다기보다 그간의 노동시간 
연구들이 경제적인 요인에 치중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를 경제적 인간으
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인 인간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Hunnicutt, 2011: 97,102). 

21) ‘분주한 여가계급(the harried leisure class)’은 Veblen(1899)의 ‘유한계급론(The leisure class)’
을 비유적으로 활용한 표현이다. Veblen(1899)은 인류학적 고찰을 통해, 반복되는 생산활동과 스포
츠, 종교의례, 사냥과 같은 이벤트가 구분되었으며, 생산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과시하고자 했던 사례를 보여준다. 이러한 ‘과시적 여가(conspicuous leisur
e)’가 가능했던 유한계급은 원시사회에서는 주로 남성, 신분제사회에서는 피지배계층을 거느린 지배
계층이었으며, 19세기 후반의 미국사회에서는 중산층가정의 전업주부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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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설명한다. 그 중 하나는 근래의 한국사회와 같이 불안정사회, 정체된 사회, 소
득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불안정한 사회에서 장시간노동은 저임금-불안정 노동계
층에게 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즉, 불안을 잠재우기 위
해서 사람들은 장시간노동으로 쉼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상 장시간노동
의 한편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시간노동은 노동시간의 양
극화에도 기여한다(박태주, 2011: 30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의 시간양 증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경
제성장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입장이 있어왔지만, 20세기 중반이후 서구사회의 
노동시간단축이 정체되거나 또는 증가하는 현상이 목격되면서 경제성장이 노동시간단축
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관점이 거세어졌다.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와 맞물려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시간단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게 되었으며, 한국사회와 같은 불안정하고 
불평등이 높은 사회구조 속에서 실업, 불안정노동 그리고 장시간노동은 공존하며, 이때 
장시간노동은 안위의 수단이 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현대사회의 과도한 
노동이 일-생활 불균형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며, 노동중심성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때 장시간노동을 하는 집단의 특성에 대해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
다. 장시간노동이 소득을 충분히 갖지 못한 자들의 강제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노동시장
지위가 높고 충분한 소비능력을 가진 집단의 선호물 일지, 그것도 아니라면 불안정한 사
회구조 속에 전반적으로 확산된 삶의 경향일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이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이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와 
같은 노동시간양의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는지 살피고, 이러한 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하
는 조건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2) 유연화 이론 : 24/7 사회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주로 노동의 시간양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시간의 배
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의 타이밍(timing)에 대한 유연화 이론과 비
표준노동시간의 확대를 다룬 Presser(2003)의 ‘24/7 사회’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력의 지출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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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의 계약, 장소, 시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
춰 논의하고자 한다.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전략은 노동시간의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투자설비의 산출극대화를 위한 초과노동, 장시간영업장의 교대근무, 대기상태에 
있다가 요청시 일하는 온콜근무(on-call work) 등으로 구체화된다(이상헌, 2002). 이러
한 전략들은 자본과 소비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변형되므로 9-6시 언저리
의 표준시간노동에서 벗어난 ‘비표준시간 노동(nonstandard hours work)’을 증가시킨
다.  

Presser(2003)는 미국의 1976년에서 2001년의 30년간 노동시간양은 큰 변화가 없으
나, 24시간 휴일 없이 가동되는 경제구도(24/7 economy)에 따라 비정규적인 노동, 비
표준시간대 노동, 간헐적 노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이후의 서구 산업
사회를 ‘24/7 사회(24/7 society)’라고 명명하였다. 그녀는 24시간 사회를 이끄는 거시
적 측면의 3요소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우선, 경제요인으로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지목한다. 서비스업은 고정된 생산설비에 대한 의존성이 낮아 시간확장이나 변경이 용이
하기 때문에 비표준시간대 노동 비중이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는 제조업
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표
준시간 노동의 확대시기와도 일치한다. 두 번째로는 인구학적 요인이다. 혼인연령의 상
승,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한 가족소득증대와 외식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고
령화로 인한 노인서비스 수요증가가 24시간 사회를 추동했다. 마지막으로 기술변화를 원
인으로 지목한다.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24시간 글로벌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IT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확대시켰다.

24/7 사회는 결국 사회적으로 운용되는 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개인에게는 가처분 시
간의 증가를 가져와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시간통제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헌(2002)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동의 형태와 실제의 노동이 다르다는 것을 
두고, 만약 노동시간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계획의 종속변수가 된다면 노동시
간의 유연화 전략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flexibility for workers). 실제
로 일부 연구들은 비표준시간 노동이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여가활용을 돕고, 맞벌이 부
부의 시간조정을 통해 가족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을 증
가시켜 성평등한 시간배분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Han 2004; La valle 
et al, 2002; Millward, 2002).  

그러나 Presser(2003)는 현실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비표준시간 노동자들이 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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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이라는 데에 주목하고, 24/7 사회가 소비자, 고용자, 피고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2). 특히 피고용자에게는 부정적인 영
향이 클 수 있다. Presser(2003: 25)는 동일한 직업들의 표준시간대와 비표준시간대 근
무시의 시간당 중위소득과 시간당 평균소득을 비교하여 비표준근로의 프리미엄을 산출
한 결과 비표준근로의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밝히며, 자발적인 이유보다는 직업
상의 요구로 인해 비표준노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기술한다. 이처럼 비표준시간 노동의 
보상수준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불이익에 비하면 적으며(Harmermesh, 1999), 비
록 비표준시간 노동으로 가구원간 시간조정이 가능해져 가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단
기적 이익(short-term advantages)을 얻을 수는 있으나, 가족관계의 질 저하와 같은 
장기적인 불이익(long-term disadvantages)을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Presser, 
2003: 8).   

이상의 내용에서 24/7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평일저녁이나 야간, 주말과 같은 비표
준시간대 노동이 증가하여 이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가
족시간조정을 통해 가족책임을 높이고 개인의 가처분시간 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신
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수준은 높지 않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구노동시간의 특성 분석시 비표준시간 노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표준시간 노동의 비중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비표준
시간의 노동여부와 비중에 따라 남녀 개인의 생활시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특히 남성의 시간조정을 가져와 남성의 가족책임을 높이고 성평등에 기여
하는지 아니면 가족공유시간의 부족으로 가족관계의 질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동할지 세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비표준시간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비표준시간 노동패턴
을 보이는지 선행된 실증연구 검토를 통해 요인들을 확인한 후 분석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22) 비표준시간 노동을 이끄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시간을 미세한 단위로 쪼개고 재배치하는 ‘시간편
집(time editing)’으로 가능한데, 이는 시간을 극도로 탈맥락적이고 중립적이며 객관적 자원으로 보
는 관점을 지닌다. O’Malley(1992)는 시간편집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편리
보다는 권력에 의한 지배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Adam, 2009 에서 재인용). 따라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주는 득과 실은 권력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용
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반응할 때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경우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귀결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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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배분 이론 

1) 합리 이론 

미시적 수준의 시간배분을 다룬 경제학적 논의는 Becker(1965)의 ‘합리적 선택(ratio
nal choice)’에 근거한 ‘시간배분이론(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에 토대
를 두고 있다. Becker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간구성은 ‘합리적 과정의 결과물(the o
utcome of rational process)’이라고 전제한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예산의 제약(time-
budget constraint) 하에서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노동시간과 다른 활동의 시간을 합리
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Becker는 그간의 다른 경제모델과 다르게 노동시간 뿐 아니
라 비노동시간을 경제적 행위의 하나로 보고 경제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했다. 비노동시간
에 대한 Becker의 관심은 노동 이외의 시간들이 일을 하지 않아 ‘포기된 소득(forgone 
earnings)’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만약 누군가가 영화를 보고 외식을 
했다면, 영화티켓 구입비와 외식비 뿐 아니라 영화관람과 식사에 소비된 시간에 대한 경
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3). Becker에 의하면 어떤 활동의 총비용은 그것의 
가격과 그 활동을 하는데 들인 시간까지 포함되는 셈이다24). 이때 24시간이라는 시간예
산의 제약 하에서 시간구성은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market efficiency)’과 
‘활동의 소비적 특성(consumption skill)25)’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노동
시장에서의 효용성은 단적으로는 임금률(wage rate)을 의미하며, 임금률은 개인의 생산

23) 구체적인 예로 시간당 1만원을 버는 사람이 1만원을 주고 90분간의 영화관람으로 여가시간을 보낸
다면, 이 여가시간의 총비용은 티켓구입비 1만원에, 1.5시간 일하지 못한 비용 1만5천원을 합한 2
만5천원이 된다. 일반화하면, 모든 상품에는 두 가지 측면의 시간적 특성(time-requirement char
acteristics of commodities)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 상품의 ‘구입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
는 노동시간’이며, 두 번째는 상품의 만족스런 ‘소비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다(Gershuny, 2
003).

24) Becker는 이것이 여가시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여가를 ‘생산적인 소비(productive co
nsumption)’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가시간에 내재된 소비성은 당시 서구사회의 노동
시간감축을 소득효과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입장에 대치되는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Becker는 생산성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와 여가활동과 같은 소비시간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즉, 고소득자가 소비하는 사치재의 경우,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예를 
들어 장거리해외여행) 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Becker, 1965: 494). 

25) 여기서의 소비적 특성은 ‘재화중점적(good-intensive) 소비’ 특성과 ‘시간중점적(time-intensive) 
소비’ 특성으로 구성된다. 단적인 예로, 쇼핑하기는 재화(돈)가 많이 필요하나 시간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반면, 산책하기는 재화는 거의 소비되지 않으나 시간이 주요하게 소비되는 활동이다(Becker,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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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하기에 교육수준, 훈련 등과 같은 인적자본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Becker의 시간배분이론은 개인 뿐 아니라 가구 내 가구원들 간의 시간배

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구성원의 시간배분은 가구의 효용을 최대로 하는 방식으로 
선택된다. 노동시장에서의 효용성이 높은 가구원은 다른 가구원보다 노동시간에 긴 시간
을 할애할 것이며, 노동시간 외의 시간은 적게 가질 것이다. 유급노동과 가족책임에 대
한 가구 내 역할배분에 적용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유급노동을, 가사
노동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은 가사노동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가사노
동을 선택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며, 남성에 대한 우위는 여성마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 Becker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녀양육시간에 필요한 에
너지는 다른 여가활동보다 크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남녀의 선천적 능력과 활동에 소모
되는 에너지의 차이는 기혼여성이 유급노동에 들이는 에너지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늦추기 때문에, 남녀의 인적자본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가구 내 남녀의 역할과 노동시장
에서의 업무는 더욱 분화된다(Becker, 1985).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녀의 인적자본은 
달라지고 인적자본의 비교우위에 따라 남성-유급노동, 여성-가사노동 위주의 시간표가 
작성된다26).   

Becker의 이론은 능력과 인적자본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을 강조할 뿐, 역할, 즉 시
간에 대한 선호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비해, ‘자원권력이론(resource power 
theory)’은 남녀가 모두 가사노동을 기피하며 시장노동을 선호한다고 전제한다(김은지, 
2008; Brines, 1993; Coltrane, 2000).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단순 반복되는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사회적 성취를 동반하기 어려워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시장노동을 선점하거나 가사노동을 기피하는 방식
으로 가구구성원 간의 시간배분을 주도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자원은 주요하게는 노동시
장에서 기능하는 인적자본으로 교육수준이나 기술, 경력 등이 해당될 것이다. 남녀의 권
력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자원뿐 아니라 성격(personality) 등의 요인들이 작
용할 수도 있다(김진욱·최영준, 2012). 예를 들어 성격이 쎈 사람이 권력을 갖고 선호하
는 시간을 선점하며, 시간배분을 주도할 수 있다. Kamo(1988)는 가구의 시간배분시 이

26) 결과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남녀의 시간사용의 분화가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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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부 간의 권력관계가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김진욱·최
영준(2012)은 남성외벌이면서도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유하는 가구의 시간배분은 성격과 
같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용으로 상당부분 설명된다고 보았다. 이는 현실적용성이 높
은 주장이지만 성격과 같은 자원은 측정하기 어려워 실증적으로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
다. 

합리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론의 하나로 ‘시간가용성이론(time availability theo
ry)'이 있다. 이제껏 설명한 합리이론들이 노동시간과 다른 시간들을 동일한 차원에 두
고 동시에 결정된다고 보는데 비해, 시간가용성이론은 노동시간이 우선하여 결정되고, 
이에 따라 다른 시간들이 배분된다고 본다. 노동에 대한 우선권은 가구 내에서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어, 가구구성원 간의 시간배분도 유급노동을 책임지는 사람의 시간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이처럼 합리이론들은 시간에 대한 선호와 결정 순서에 대한 가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개인 및 가구의 시간배분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에 따르며, 이 결정과정
은 어느 성에 우선하는 것 없이 성-중립적(gender-neutral)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
라서 합리이론에 따르면 가구 내 남녀의 시간배분은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개인의 인적
자원이나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의 구성원 간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개인의 능력, 인적자원과 상관없이 성별로 분화된 시간배분의 결과
들이 목격된다. 경제학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진다는 논리는 젠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2) 젠더 이론

기혼부부의 시간배분을 보면 남성보다 높은 시장 경쟁력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를 돌
보고 집안일을 하며, 여성보다 시장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남성들이 
일을 한다. 또한 남성과 동일하게 일하거나, 심지어 남성보다 장시간 일하는 여성이 집
에 와서는 남성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한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성-중립적인(gender-ne
utral) 합리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상황들이 자주 목격된다. 남녀의 일상적 행위는 합
리적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적 지위와 역할인 젠더(gender)
가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바로 ‘젠더이론(gender theory)’이다. 사회적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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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젠더는 일상을 통해 드러나고 행해진다. 관련하여 West and Zimmerman(1987)
은 개인들 간의 미시적 상호작용과 행위를 통해 사회적인 성역할이 구성된다고 주장하
면서 이 과정을 ‘젠더수행(doing gender)’이라고 명명하였다. Goffman(1976)도 이들과 
비슷하게 ‘젠더전시(gender display)’라는 용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젠더를 강
조한 바 있다27). 이들의 이론을 시간배분에 적용하면 ‘남성-생계유지자, 여성-가족돌봄
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은 남성은 유급노동시간, 여성은 집안일이나 양육시간의 무급노
동시간 위주의 하루시간표에 반영되고, 동시에 이러한 시간배분을 통해 젠더가 구성된
다. 

시간배분의 젠더분화는 혼인이나 자녀출산과 같이 가족관여도와 가족책임(family inv
olvement and commitment)이 커질수록 심화된다. 남성성은 경제적 제공자로 발현되
기 때문에 결혼이후 남성의 소득지향성이 높아져서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Ahituv and 
Lerman, 2007), 같은 기혼남성이라도 무자녀 남성보다 유자녀 남성은 더 높은 강도로 
오랜 시간 일하는 경향이 목격된다(Eggebeen and Knoester, 2001; Kaufman and U
hlenberg, 2000)28). 반면 여성성은 가족돌봄자로 발현되어, 가족형성과 책임도가 높아
지면 여성은 남성과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직장과 가족의 요구가 커지면 여성들은 
고용을 단절하는 경향이 있으며(Kaufman and Uhlenberg, 2000), 이는 가정과 직장의 
젠더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젠더지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성역할태도로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성역할태도는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게 남녀 모두 성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
지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시간배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우선 성역할태도의 영향이 성별로 다르다
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여성은 자신이 지닌 성역할태도에 조응하여 시간배분을 조정하
는 편인데 비해(은기수, 2009; Bianchi et al., 2000; Fuwa, 2004; Hook, 2006), 남성

27) West and Zimmerman(1987: 126~127)은 Goffman(1976)의 ‘젠더전시(gender display)’라는 용
어가 외양적인 표출을 강조함으로서 일상의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젠더(producing gender)’를 주
변화 시킨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젠더수행(gender doing)’이라는 용어를 새롭
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시간분배에서 나타나는 젠더에 대해, 연구자들은 두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
하고 있다. 예로 Brine(1994)는 ‘젠더전시’로, Bittman et al.(2003)는 ‘젠더수행’으로 표현하였다. 

28) 남성의 노동시간과 가족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연구가 몇몇 시도되었다(Kaufman and Uhlenber
g,2000; Knoester and Eggebeen, 2006; Knoester, Petts, and Eggebeen, 2007). 가족과 동료들
은 남성이 결혼하거나 아버지가 되면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남성들은 이러한 기대를 내면화하고 
확대된 가족과 사회로부터 제재와 지지를 동시에 받는다. 여기에는 선택편이도 작용할 수 있다. 즉,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잘 수행할 기질을 가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가
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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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상쇄시킬 정도로 다른 환경적 조건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성역할태도 보다는 다른 가치관에 의해 시간을 배분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평등
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고소득남성이 직장의 요구와 소득의 프리미엄 때문에, 실생활에서
는 노동시간이 길고 가사노동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짧은 반면(Coltrane, 2004), 
전통적 성역할을 가진 남성일지라도 정의감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생활태도로 인해 가사
노동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Deutsch and Saxon, 1998; Sullivan, 2011). 일
각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구분은 지각되는 성역할태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상
황과 상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파편적이고 일관되지 않아서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Hochschild, 2003 [1989]; South and Spitz
e, 1994). 

시간사용의 젠더분화는 맞벌이부부의 생활시간구성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잘 드
러난다. 직장에서 비슷하게 일한 남녀가 가정의 일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
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남녀 간 가사노동분담이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
보다는 전통적인 젠더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여성의 변화에 비해 
가정에 대한 남성의 변화는 더디다. ‘지체된 혁명(stalled revolution)’ 속에 놓인 맞벌
이 여성은 직장에서의 일을 끝내고 가정의 일까지 책임지는 ‘이중부담(double burden)’
의 현실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의 맞벌이 여성은 직장의 일에 이어 집안일의 2교대, 자
녀돌봄의 3교대,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에 발맞추어 자녀의 교육까지 봐주는 
4교대의 노동까지 치러야 한다(조주은, 2013). 또한 같은 가사노동이라도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남녀의 활동은 다르다. 집안일의 경우 여성은 식사준비나 세탁, 청소와 같은 일
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주로 하고, 남성은 자동차관리, 정원가꾸기 등의 일을 한다. 양
육시간도 달라서 여성은 먹이기, 재우기 등의 신체적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take o
ver)’ 시간인데 반해, 남성은 놀아주기와 같은 ‘함께 참여하는(join in)’ 시간을 갖는 편
이다(Craig, 2006; Craig and Powell, 2011). 

특히 전통적인 젠더역할의 붕괴로 타협해야 하는 지점에서, 남성이 여성의 일로 규정
된 것들에 저항하거나 여성이 모성성을 지키고자 하는 현상들도 포착된다. 주된 생계책
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기피하거나, 남성보다 소득이 많은 여
성이 가사노동시간을 늘리는 현상이 그것이다. 시간배분에 적용해보면 여성외벌이 가구
와 같이 여성의 유급노동이 길고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없거나 극히 짧은 경우, 남성은 
가사노동과 같은 가족책임시간을 줄이고 여성은 이러한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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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배경으로 한 질적 연구들은 주소득자의 위치에서 벗
어난 남성들의 반응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처음 보여주었다(Morris, 1985, 1987; Whee
lock, 1990; 이상 Sullivan, 2011 에서 재인용). 탄광산업이나 철강업의 쇠퇴로 실업자
가 된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을 발견하고는 이를 두고, 생계책임자라는 전
통적인 성역할을 잃은 남성들이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가사노동을 기피함으로써 남성성
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Briens(1994)과 Greenstein(2000)은 양적조
사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Brines(1994)은 1985년부터의 미국의 PSID(Pa
nel Study of Income Dynamics)자료를 이용하여 남성소득이 낮은 경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장기실직상태인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짧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남성성을 유
지하려는(constitutive masculinity) 행위로 해석하였다. 이후 Greenstein(2000)은 Brie
ns(1994)의 결과를 보충한다. Greenstein(2000)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체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남녀의 분담비중이었는데, 경제적 의존자인 남성은 가사노동을 줄이고 주소득자인 
여성은 가사노동을 늘리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Greenstein(2000)은 이러한 현상을 ‘젠
더일탈중립화(gender deviance neutralization)’29)로 지칭하였다. 이처럼 남녀의 시간
분배에서 보이는 젠더과시 또는 젠더일탈중립화 현상은 대규모 양적조사를 통해 재확인
됨에 따라, 많은 연구와 미디어에서 경제적 능력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지표보다 젠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예로써 자주 언급되고 있다(Sullivan, 2011: 4)30)31).  

최근엔 성별에 따른 ‘여가격차(leisure gap)’를 시간배분을 통해 증명하려는 연구들

29) ‘젠더일탈중립화(gender deviance neutralization)’는 Atkinson and Boles(1984)에 의해 남녀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인 
바 있다(Sullivan, 2011:4). 

30) 김수정·김은지(2007)도 한국의 맞벌이부부에게서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는 지점에서 여성
이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젠더보상(compensating gender)’이라 명명
하였다. 

31) 젠더일탈중립화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Gupta는 여성의 가사노동시
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전통적인 젠더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에 비판하며, 
여성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Gupta, 2006; 200
7; Gupta and Ash, 2008). 이러한 주장은 양적 연구에서 남성대비 여성의 상대소득과 여성본인의 
절대소득을 함께 투입했을 때, 상대소득의 영향은 사라지고 여성의 절대소득과 가사노동시간 간의 
부적관계가 나타나는 결과에 근거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와의 소득
비교나 젠더역할을 벌충하기 위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
정되는 것이다(자주성 가설: autonomy hypothesis). 

   한편 남성의 경우도 일부 집단에만 한정된 현상일 수 있다. Bittman et al.(2003), Gupta(1999)의 
연구에서 실업 남성이나 최저소득남성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남성
이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1970-80년대와 1990-2000년대의 남성
의 가사시간을 비교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육체노동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이 집단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짐작케 한다(Evertsson and Nerm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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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도되고 있다. 여가시간이 유급노동을 제외한 잔여시간으로 측정되는 경우 평균적으
로는 여성들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긴 편이지만, 이런 경우라도 여성의 여가시간은 남
성에 비해 훼손(contamination) 되어 있다(Bittman and Wacjman, 2000). 함께 한 사
람이나 동시행동을 분석했을 때 여성의 여가시간은 자녀와 함께 하거나 집안일과 같은 
다른 활동들과 동시행동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으며(Craig and Brown, 2016), 시간의 
구성, 즉 행위 자체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Cornwell, 2013)32). 특히 맞
벌이 유자녀 여성은 대표적인 여가빈곤 집단이다.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맞바꾸는 일은 드물고 자신의 여가시간, 자기관리시간을 줄여서 양육시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Craig, 2007; Craig and Powell, 2011) 여가시간이 매우 짧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성평등이 생산영역에 
이어 가족영역에서도 조금씩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여가시간과 같이 책임
을 벗어난 개인안위의 영역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33).    

지금껏 살펴본 젠더이론에 따르면 가구의 시간배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합리이론에서 검토한 것과는 달리, 즉 개인의 인적자원이나 노동시장의 지위와 상
관없이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족책임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게 남성은 유급노동
시간, 여성은 가사 및 양육시간 위주의 시간표가 구성될 것이다. 둘째, 자녀출산 등 가
족책임이 더해질수록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한 시간배분이 강화될 수 있다. 셋째, 젠더는 
지각된 성역할태도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
라 성역할태도의 영향은 다를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남성보단 여성에게 영향력이 크
다고 보고한다. 한편 젠더는 파편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측정
된 성역할태도로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젠더는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
간에서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유급노동시간이 비슷하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책임
을 전담하는 이중부담의 상황에 놓이기 쉽다. 다섯째, 여성외벌이 가구와 같이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극히 짧고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긴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을 벌충하기 

32) Cornwell(2013)은 미국의 시간일지로 ‘활동의 전환빈도(switching)’가 ‘생활의 분주함’을 보여주는 
지표라 보고, 활동의 전환빈도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녀 비교 결
과, 활동의 전체시간양을 통제하고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활동의 전환빈도가 높으며 이것이 스트
레스를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자녀수가 활동의 전환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삶을 분주하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33) 주은선(2014: 29)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부모의 시간배분 연구에서 고학력일수록 자녀돌봄시간
에 대한 젠더격차는 줄어들지만 여가시간의 젠더격차는 커지는 것을 발견하고 교육수준이 “시간배
분과 시간균형에 주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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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남성은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여성은 긴 가족책임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
로 남녀의 생활시간 중 여가시간의 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여가시
간양은 길더라도 파편적으로 주어지거나 자녀동반으로 가족책임시간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중부담의 상황에 놓인 여성의 여가시간은 극히 짧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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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노동시간 이론과 가구의 시간배분을 다루는 이론 고찰에 이어, 본 절에서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고려한 부부결합방식의 가구노
동시간 유형화 분석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국내외의 연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의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다루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의 시간양 중심 연구, 시간배치 중심 연구, 그리고 시간양과 배치를 통합적으로 고
려한 연구들의 접근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는 부부결합방식으로 가구시간을 다룬 
국내외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관련 연구들의 흐름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지 확인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구노동시간의 설명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주요 실
증연구들을 검토하여, 가구노동시간의 유형 도출 후 각 유형들의 가구특성파악을 위한 
분석시 변수설정의 근거로 삼기로 한다. 

1. 노동시간에 대한 접근

1) 시간양에 대한 접근 

서구사회에서 노동의 ‘시간양’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과도한 노동시간 
길이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시작되었다. 서구 주요국가들의 노동시간은 19세기 중반에 연
간 3,000시간 이상으로 가장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였으나, 19세기 후반부터 크게 감
소한다(Schor, 2005). Maddison(1987)의 연구를 보면 1870~1938년 프랑스는 연간노동
시간이 2,945시간에서 1,848시간으로 1,100시간이 줄었으며,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
국, 미국 모두 이 기간 동안 적게는 300시간에서 많게는 900시간까지 감소하였다. 결과
적으로 반세기 만에 노동시간은 반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
반까지의 노동시간양 감소에 대해서는 Gershuny(2003), Maddison(1987), Robinson a
nd Godbey(1999) 등의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른 현상들이 목격된다. 생산량증가에 비해 노동시간
감소가 더디어졌으며, 일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 것
이다. 대표적으로 Schor(1993)는 이 시기 미국의 노동시간 증가를 보여주고 ‘과로하는 
미국인(overworked America)’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Schor(2005)는 17,8세기부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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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기간의 자료로 분석해보면 노동시간은 계속 장시간이었고 오히려 19세기 후반부터 2
0세기 초반에 걸친 노동시간감소는 때마침 이 시기에 노동세력이 강성하여 나타난 이례
적인 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노동시간 증감 논
쟁을 거치며, 노동시간 연구는 시간양의 단순집계에서 더 나아가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로 확대된다. 

우선 시간의 집단간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Gershuny(2003, 
2009, 2011)는 하위집단 간 시간의 차이를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서구 자유주의국가
에서 나타나는 노동시간 증가현상이 일부 상위계층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Gershuny(2003, 2009, 2011)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서
구 주요국가들의 시간일지로 인적자본의 소유와 노동시간이 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고학력 및 상위직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동시간 증가현상에 대해 ‘역베블렌(Veb
eln in reverse)’ 현상이라 명명하고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시도한다. 우선 후기산업사
회로의 변화를 지목한다. 지식산업이 발달하고 인적자본을 통한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이 과거의 ‘과시적 여가(conspicuous leisure)’를 
대신하는 ‘명예의 상징(badge of honor)’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급노동의 
성격과 환경이 변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집단이 일하는 현대의 노동환경은 안전
하며 신체적 무리가 크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켜주는 활동들이 많아 노동에 대한 
선호가 커졌다는 것이다. Gershuny(2011)는 영국의 관리·전문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
으며 관리·전문직이 주는 주관적 즐거움이 집에서의 여가시간과 비슷할 만큼 크다는 분
석결과를 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Jacobs and Gerson(2004)은 시간연구들의 시간양 측정법의 상이함을 지적하
며, 측정도구와 방법에 따라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니 해석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J
acobs and Gerson(2004)는 ‘과로하는 미국인’에 대한 Schor(1993)의 주장은 연간노동
시간 측정을 통해 나왔는데 “‘온종일’ 바쁜 미국인”의 이미지를 낳았다고 문제제기하며, 
미국의 주당노동시간은 1960년대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Jacobs and Ge
rson(2004)에 의하면 짧은 휴가일수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로 인해 미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주당노동시간은 남성 42-43시간, 여성 35-36시간으로 큰 변
화가 없다. 

또한 ‘시간일지(diary)’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시간범주를 다양화하거나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Aguiar and Hurst, 2007; 2008; 2009; Gimen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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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l and Sevilla, 2012). 이중 Gimenez-Nadal and Sevilla(2012)의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영국, 호주,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
드, 노르웨이 6개국의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유급노동 뿐 아니라 가사 및 양육시간, 여가
시간의 변화와 구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유급노동시간은 1970년대에 주당 39~53시간에
서 2000년대에는 31~44시간으로 축소되고 국가 간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의 국가
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녀 모두 양
육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교육수준별 여가시간의 편차는 커졌는데, 이는 고학력-장시
간노동, 저학력-실업 및 단시간노동으로 이분화된 노동시간 분포의 영향이 크다. 또한 
여가시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학력집단의 경우 저학력집단보다 여가시간양이 적
더라도 사교시간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긴 것을 보여주는 등 여가시간
의 양뿐 아니라 내용까지 확인하였다. 이처럼 서구의 최근의 노동시간연구는 단위시간마
다의 활동이 기록된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양 뿐 아니라 가사, 양육, 여가시간을 
함께 분석하거나 범주를 세분화하는 등 시간구성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지표로서의 
노동시간 분석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노동시간연구 중 시간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시간양이
나 시간배치를 다루려면 시간정보가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가진 시간일지 자료
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과 활용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시간일지방식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전국조사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조사되었으나 가정
학 중심으로 활용된 편이고, 1981년부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주
관하는 ‘국민생활조사’는 표본이 적고 접근에 제한이 있어서 일부 영역(언론)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시접근이 가능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노인, 청소년 등 특정계층의 생활을 분석하거나 여가활동, 수면, 시간압박 등의 
주제까지 쓰임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넓은 범위로까지 확장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노
동시간 연구 역시 설문지법에 의한 단편적인 시간정보로 연구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연구 중 시간구성과 내용을 풍부히 다루는 연구는 드물고, 주로 노동시간제도의 
효과나 운영방안을 다루거나 장시간노동, 교대제 등 문제가 되는 현안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다34).

34) 제도나 문제현황 중심의 노동시간 연구들의 예를 들면 이러하다. 제도 연구는 2003년 법정노동시
간 규정 이후, 노동시간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로 축적되고 있으며(송일호, 
2004; 안지영, 2015; 유경준·이진, 2014; 이복임·정혜선, 2007; 이용관, 2015), 제도에 관해서는 노
동시간단축을 비롯하여, 탄력근무제 등에 대해 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김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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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시간일지로 노동시간양을 분석한 연구는 박규택(2003), 유성용(2008), Choo, 
Lee and Song(2011)의 연구가 있다. 박규택(2003)과 Choo, Lee and Song(2011)의 
연구는 1981년부터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30년에 걸친 비교적 긴 기간
의 시간변화를 보여준다. 유성용(2008)은 2004년과 2009년의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주당노동시간이 크게 줄었는데 이 감소폭의 상당부분이 주말노동시간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규택(2003)과 유성용(2008)의 연구는 공통적
으로 저학력자의 주말노동시간양이 긴 것을 보여주어 ‘주말-여가’, ‘평일-노동’의 분리구
조가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서구의 노동의 시간양에 대한 연구가 시간양 증감의 논쟁 속에서 시간양의 
단순집계에서 벗어나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고, 시간의 측정방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거
나, 가사, 여가, 자녀양육 등 다른 활동시간과의 구성을 살피는 등 다채로운 연구로 이
어진데 비해 국내의 노동시간 연구는 시간양에 대한 단순합을 보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구의 연구들이 시간일지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활동시간과의 구
성을 살피고, 범주구분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비교하
고, 활동시간을 세분화하여 질적인 측면까지 살피는 등 보다 현실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반면, 한국의 노동시간 연구에서 시간일지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2014; 김소영, 2010; 문무기, 2010; 박종희, 2012; ; 방준식, 2015; 배규식, 2015). 장시간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시간노동의 원인을 분석하거나(배규식, 2012), 건강상태나 시간압박 
등 노동시간에 따른 개인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윤경 외, 2006; 차승
은, 2011; 2014). 또한 유연근무제 등 대안적인 노동시간패턴들이 여성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고찰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국미애, 2013; 신경아,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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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배치에 대한 접근

노동시간을 ‘시간배치’의 측면에서 접근한 사회과학의 첫 연구는 Szalai(1972)에 의
해 시도되었다. Szalai는 1965년 12개 국가의 시간자료를 구축하여 이들 국가의 하루 
노동시간 및 다른 활동시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Lesnard and Kan, 2011 에서 재
인용). 이후 Hamermesh(1998, 1999, 2002)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미국 the Curr
ent Population Survey의 ‘일을 시작한 시간’과 ‘일을 끝낸 시간’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노동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시간대 노동이 증가했으
나 시간대의 편차는 커졌으며 비선호시간대인 저녁 및 야간시간에 저숙련 노동자의 노
동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Hamermesh(1998, 1999, 2002)는 노동시간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은 금전적인 보상 뿐 아니라 노동시간 배치와 
같은 비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는 ‘사치재(luxury good)’의 특성을 지닌다고 해석하였다.  

1990년대 이래 서구사회에서는 ‘24시간 경제(24/7 economy)’가 심화되면서 ‘비표준
시간 노동(nonstandard hours work)‘의 복지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의 결과는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표준시간
대에 노동을 하는 개인은 가족시간과 교제나 참여활동 등 적극적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며(Brayfield, 1995; Kimmel and Connelly, 2007) 건강수준을 낮춘다고 보고되
나(Jamal, 2004; Presser et al., 2008), 부부간 시간대조정을 통해 가족운영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고(Han, 2004; Maume and Sebastian, 2012; Mills and Täht, 2010), 
일과 학업의 병행 등 확장된 시간사용이 가능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
표준시간대 노동을 주로 하는 이들은 대체로 직업적 위세와 보상수준이 낮고 자발적 선
택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Presser, 2003)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가족 및 지인들과의 공통된 생활리듬과 유리되었다는 것에 주
목하고 비표준시간대 노동과 ‘다른 사람과의 공유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시도
되고 있다. Kingston and Nock(1987)은 부부 중 한명만 일하는 불일치된 노동시간스
케줄(of-schedule)이 부부공유시간을 감소시키며35), 동시에 부부공유시간과 부부관계의 

35) 노동시간패턴과 부부공유시간에 대한 역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Kingsto
n and Nock(1987)은 노동시간의 지배력이 커서 무시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시간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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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연관성을 밝혀 부부의 엇갈린 노동시간패턴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부부시간조정으
로 가족책임을 높이는지, 부부 중 누가 주로 조정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비표준시간대 
노동과 남녀 각각의 가족공유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Craig and Powell, 2011; 2012; Lesnard, 2008; Presser, 2000; 2003). 이 
결과들은 대체로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가족시간 확대에 기여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조
정분이 커서 결과적으로는 젠더분화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Craig and Powe
ll, 2011; 2012). 구체적으로 Craig and Powell(2011)은 여성이 비표준시간대에 노동을 
하면 ‘모-자녀시간’이 줄고 ‘부-자녀시간’이 다소 늘어나 결과적으론 남녀평등한 가족시
간분배가 가능하지만, 남성이 비표준시간대에 노동을 하는 경우 ‘모-자녀시간’은 길어지
는 반면 ‘부-자녀시간’은 크게 줄어 가장 불평등한 분화상태를 보인다고 밝힌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이론의 적용이 시간배치를 고려할 때 더욱 다양하고 현실
감 있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구의 선진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시간배치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사치재의 성격을 띤다는 경제학적 분석으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24시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연구들로 이어졌다. 특히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사회적 리듬에서 유리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비표준시간대 노동으로 인해 가족 및 지인들과의 공유시간이 어떤 영향
을 받는지 살펴보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결부되어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남녀
의 시간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젠더효과 등이 다양하게 분석된다.

한국사회는 24시간 경제가 활성화된 국가로 노동시간배치에 주목할 만하나, 노동시
간의 ‘시간배치’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직종이나 사업체의 사례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
다. 주로 비표준시간대의 근무비중이 높은 경찰, 교정공무원 등의 공공직이나 간호사, 
호텔리어 등 서비스직을 대상으로 하여, 교대제로 인한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등 심리적 
어려움이나 수면장애 등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다(박주상, 2013; 박주상·최응렬, 2
010; 이수영·박비룡, 2013; 정혜경·하영미·박현주, 2014. 하희정·한경수, 2007). 작업장 
대상의 사례연구로는 교대제 생산현장을 가진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연구(강신준, 

정되어 있으며(fixed), 기혼부부에게 개인적 친밀감과 시간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클 수 있지만 
일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은 이러한 욕구들을 자제하도록 기능해왔다는 것이 지난 3세기 간의 가족
이론연구(Kanter, 1977; Parsons and Bales, 1955; Turner, 1970)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이상 
Kingston and Nock, 1987: 3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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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박태주, 2009a,b, 2011; 2013; 안정옥, 2010), 교대제 혁신을 경험한 유한킴벌리
의 사례연구(장영철 외, 2012) 등이 있다. 이중 현대자동차의 교대제에 대한 연구는 일
부 연구자들에 의해 잇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범위도 현대자동차의 교대제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연구(강신준, 2011; 박태주, 2009a,b; 2013), 현대자동차의 교대제가 노동
자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박태주, 2011; 안정옥, 2010), 현대자동차 교대제 가족에 대
한 연구(조주은, 2004)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의 노동시간연구는 제도나 현안중심으로 진행되고 
시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보니, 노동시간배치를 다룬 연구 역시 문제가 되는 특
정사례에 한정되어 연구되는 편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24시간 사회로 비표준시간대 노동
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 일부사례가 아닌 전국단위에서 노동의 시간배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동시간배치와 복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간배치가 개인 및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
다. 더불어 가구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갈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표준시간대의 
노동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3) 시간양과 배치의 통합적 접근

서구사회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간일지를 이용한 ‘배열분석(sequence analysi
s)’으로 노동시간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배열분석은 노동과 비노동의 패
턴을 전체 생활리듬으로 관찰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양과 배치, 노동외 시간과의 조합
까지 통합적인(holistic) 분석이 가능하다. 사회과학에서 배열분석은 1980년부터 사용되
었으나, 시간일지와 같은 미시데이터에 대한 적용(social microsequence analysis)36)

은 2000년대 후반에 처음 시도되어 프랑스, 벨기에 등 불어권 국가의 시간연구를 해온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Glorieux et al., 2008; Lesnard and de Saint Pol, 200
9; Lesnard and Kan, 2011; Minnen et al., 2015).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도 시도되

36) 사회과학에서의 배열분석은 1980년대부터 직업경력, 생애주기 등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시간일
지를 이용한 시점(timing)을 중요시하는 분석에서는 처리과정에서의 시간왜곡(time warping), 타이
밍을 고려치 않은 비용산정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기피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방법론적인 
보완으로 시점을 중요시하는 시간일지 분석에도 적용에 무리가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방법 p.68~69를 참고하라.  



- 37 -

고 있지만(Cornwell and Warburton, 2014) 아직 초기상태이다. 노동시간 연구의 배열
분석은 시간일지를 ‘노동-비노동의 배열’로 보고 비슷한 배열끼리 묶어 유형화하는 방식
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 방식으로 4~12개의 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노동시간유형화 연구는 집단간 다양성을 직접
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양극화와 같은 계층간 분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
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2-1>은 시간일지를 이용한 배열분석으로 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하고 분석한 연구
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일일 노동시간을 유형화 한 연구는 Glorieux et al.(2008)와  
Cornwell and Warburton(2014)가 있다. Glorieux et al.(2008)는 벨기에의 1966, 199
9년의 시간일지로 노동시간의 스케줄을 분석하여, 지난 30년간 24시간 경제가 활성화되
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준형(standard), 장시간형(long), 
교대형(shift), 단시간형(part time), 산발적노동형(fragmented)의 5가지 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비표준시간대 노동의 비중을 살피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예상과 다르게 여성의 비표준시간대 노동 비중이 높지 않아 여성의 노동시
간 증가와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매·운송, 기
술직에서 비표준시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장시간노동은 과거에는 자영업
의 비중이 높았으나 근래에는 전문·관리직에서 높아 장시간노동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Cornwell and Warburton(2014)은 미국의 2008~2010년의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유형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일과 
주말 각각 5개의 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유형에 따라 참여활동과 사람들과의 교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주간노동시간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37).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Lesnard and Kan(2011), Minnen et al.(2015)은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이상의 긴 스케줄 안에서 관리되며, 특히 주간노동시간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보고 일주일간의 노동시간패턴을 분석하였다. 이 세 연구는 각각 프랑스 1999년, 
영국 2000~2011년, 벨기에 1999, 2005년의 일주일간의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평일에 이
어 주말로 이어지는 노동시간유형들을 도출한다. 그러다보니 주3-4일 근무하는 단축근

37)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시간일지 방식의 조사는 하루나 이틀치만 조사
하기 때문에 일주일과 같은 긴 기간의 시간분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Eurostat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유럽의 일부국가(영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에서는 일정 년도에 일주일간의 조사
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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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이나 주말까지 일하는 주말연장형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esnar
d and de Saint pol(2009), Lesnard and Kan(2011)의 연구는 2단계분석(two-stage 
analysis)으로 일일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한 후 이를 주단위로 묶어 다시 주간노동시간유
형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루단위 분석에서는 표준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주 
단위로 분석했을 때 표준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 하루단위 
분석에서는 비표준시간 노동 유형이 하향추정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주간노동시간 연구
의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들이 개인의 노동시간을 분석한 것에 비
해 기혼부부의 경우 부부의 시간일지를 결합하여 가구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L
esnard(2008)의 연구가 그러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부부결합 방식의 가구 시간연구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간일지와 배열분석으로 시
간양과 시간배치 등 시간맥락을 고려한 노동시간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일일노동시간 뿐 
아니라(Cornwell and Warburton, 2014; Glorieux et al., 2008) 일주일간의 자료를 
이용한 주간노동시간 분석(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Lesnard and Kan, 201
1; Minnen et al., 2015), 부부시간을 결합하여 분석한 가구노동시간 분석(Lesnard, 20
08)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유형화에 이어 후속작업으로 노동시간유형과 가
족시간, 지역사회참여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에서는 시간일지를 활용한 배열분석으로 시간맥락 속에서 시간양과 배치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노동시간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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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분석
대상 노동시간 유형화 결과 주요분석결과

Glorieux
et al.
(2008).

벨기에
1966년
1999년

일일
노동
시간

 1. 표준형(standard)
 2. 장시간형(long)
 3. 교대형(shift) 
 4. 단시간형(part time) 
 5. 산발적노동형(fragmented)

- 여성은 표준시간대 근무비중이 높음(따
라서 여성 노동증가와 비표준근로시간
의 증가는 관련없음) 

-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매·운송에서 비표준
시간노동 비중 높음 

- 기술직의 비표준시간노동 비중 높음. 과
거에는 자영업자중 장시간형이 많았으나 
전문관리직에서 많아짐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프랑스
1999년

주간
노동
시간

1. 표준형(standard) 
 ; 표준형/ 주말연장표준형
2. 장시간형(long)
 ; 표준장시간형/ 장시간형/
  / 초장시간형
3. 교대·산발적 근무형
  (shift and fragmented)
 ; 교대형/ 산발적근무형
4. 단시간형(short)
 ; 단시간형/ 주말연장단시간형 

- 일일/주간 2단계(two-stage) 분석
; 일일노동시간 유형도출 후, 이를 주단위

로 매칭하여 주간노동시간유형 도출
-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장시간형에 속

할 가능성 높음
- 산발적근무형은 미숙련·저소득층, 표준

형과 교대형은 기술직 비중이 높음

Lesnard
and
Kan
(2011)

영국
2000년
2001년

주간
노동
시간

1. 표준형(standard workweek) 
2. 주말연장형(long workweek) 
3. 교대형(shift workweek)
4. 대안형(alternate workweek)
5. 단시간형Ⅰ(part timeⅠ)
6. 단시간형Ⅱ(part timeⅡ)
7. 주3일근무형(short workweek)

- 일일/주간 2단계(two-stage) 분석
- 일단위 분석의 표준형을 주단위로 확장

했을 때 비표준형인 경우 많음
- 주말연장형은 표준형보다 10시간 더 근무
- 교대형의 총노동시간은 표준형보다 적으

나 주말근무비중이 높음
- 단시간Ⅰ은 표준형과 비슷하나 주중하루 

휴일추가
- 단시간Ⅱ는 일일근무시간이 짧음
- 대안형은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함

Cornwell
and
Warburton
(2014)

미국
2008년

~
2010년

일일
노동
시간

1. 표준형(8-to-5 shift)
2. 이른출퇴근형(7-to-4 shift)
3. 단시간근무형(short shift) 
4. 저녁근무형(evening shift) 
5. 야간근무형(night shift) 
이상은 평일 노동시간유형임 

- 노동시간유형이 지역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지역사회참여를 감
소시킴 

- 야간근무는 비공식모임,레크레이션을 줄이
고, 저녁근무는 참여 및 종교활동을 줄임

Minnen
et al.
(2015)

벨기에
1999년
2005년

주간
노동
시간

1. 평일형(standard)
 ; 표준형(42h)/장시간형(54h)
2, 주말연장형(extended)
 ; 주6일근무형/주7일근무형
3. 단축근무형(part-time) 
 ; 月휴무/金휴무/水반일형

/단시간Ⅰ(주5일20h)/단시간Ⅱ(주5일30h)
4. 비정형형(highly unstructured)

- 2단계분석 사용하지 않고 1주일 전체배
열을 분석 

- 비표준시간근로는 교대근무 하는 육체노
동자, 여성에서 많음 

- 장시간형 중 남성과 자영업자는 의도적 
선택인 것으로 보임 

- 남성은 직업, 여성은 가구요인의 영향이 큼

Lesnard
(2008)

프랑스
1986년
1999년 

가구
(부부)
노동
시간

1. 남녀표준형(double standard)
2. 남녀장시간형(long hours)
3. 남녀교대형(shifted)
 ; 여성표준-남성저녁근무
  / 여성표준-남성야간근무
  / 남녀완전교대
4. 남성표준-여성낮단시간형
 (partial workday for women) 
5. 남녀단시간형(short/irregular) 

-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불일치(off-schedu
ling)가 가족공유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비표준시간대의 노동양, 부부간 노동시
간일치율은 직업, 산업 등 사회적지위에 
따라 달라짐 

- 부부의 노동시간불일치가 가사·육아의 편
이성을 높인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
지됨. 남녀가 같은 조건에 있을 때 ‘부-
자녀시간’은 ‘모-자녀시간’의 절반정도임

<표 2-1> 시간일지와 배열분석을 이용한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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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결합방식의 가구노동시간 연구 

가구는 생활공동체이며 시간은 가구의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은 가족구성
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 배분된다. 따라서 시간연구에서 가구 관점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가구 관점의 실증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선 개인 시
간을 측정하되, 회귀기반의 분석모형에 다른 가구원의 시간을 설명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시간의 내생성으로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
라, 방법론적인 보완을 거쳐 영향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단위 측정이기 때
문에 가구시간을 공동자원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큰 기혼부부
의 경우 부부시간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시도된다. 이 방법은 통합시간을 분석하
기 때문에 시간을 부부의 공동자원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며, 남녀간 시간조합을 직접적
으로 보여줌으로써 성별분업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기혼부
부의 노동시간 연구 중 부부시간을 결합하여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부부의 노동시간양을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로 Jacobs and Gerson(2004)과 유
성용(2008)의 연구가 있다. Jacobs and Gerson(2004)은 현대인들이 겪는 시간갈등의 
상당부분은 과거 전업주부의 가족시간이 사라지면서 가구내 가용시간이 줄어든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가구단위의 시간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1970년과 
2000년 남녀부부의 시간양을 결합한 가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가구노동시간은 52.5
시간에서 63.1시간으로 증가했으며, 1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가구는 3배나 늘어났다
고 밝혔다. 가구노동시간의 증가는 맞벌이, 남편홀벌이, 아내홀벌이, 실업가구의 유형별 
분포 중 맞벌이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요인이지만, 동일한 가구 유형 내에서도 맞벌이부
부의 총노동시간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0년대의 맞벌이부부는 1970년
대에 비해 고연령, 대졸, 관리직 종사자가 많고 미성년자녀수가 적으며, 이런 요인들로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유성용(2008)은 Jacobs and Gerson(2004)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1999,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부부결합 가구노동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부
부가 2004년 52.0%로 1999년 49.5%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가구노동시간
은 79.3시간에서 75.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유성용(2008)은 특히 맞벌이부부의 시간압박
이 높다고 보고, 맞벌이부부를 9가지로 세분화38)하여 부부의 교육수준과 미취학자녀유
무에 따른 가구노동시간을 교차·비교한다. 가구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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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부부의 노동시간 감소폭이 적어서, 2004년 장시간노동가구의 교육수준별 비중을 
보면, 저학력부부 25.3%, 고학력부부 11.2%로 저학력부부가 훨씬 장시간노동을 많이 한
다. 이는 고학력자들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서구의 연구들(Gershuny, 2003; 2009; 201
1)과 대치되는 결과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의 교육수준별 가구노동시간은 
별 차이가 없으나 여성이 고학력일 때 가구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 교
육수준에 따라 가구노동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역시도 고학력여성 중 비경활인
구가 높다는 한국의 현실과 결부하여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부부결합방식의 가구노동시간 연구로서 질적 방법을 통해 유형들을 도
출하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Moen(2003)은 미국의 중산층 맞벌이가구 2000명을 대
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남녀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나가는지 ‘근거이론(grounded theoretical approach)’39)으로 5가지 유형을 도출한다. 
우선 남녀 모두 비슷한 시간 일하는 대칭형으로, 남녀 모두 장시간 노동하는 [과잉노동
형(high commitments)], 표준시간 노동하는 [중간형(dual moderates)], 단시간 노동하
는 [단축노동형(alternates commitments)]의 3가지를 도출하였다. 한편 비대칭형은 남
녀의 노동시간이 다른 유형으로 2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남성은 장시간 일하고 여성
은 단시간 일하는 유형으로 전통적인 남성외벌이모델의 새로운 변형체라는 의미에서 [신
전통형(neotraditionalists)]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반대로 남성이 적게 일하고 여성이 장
시간 노동하는 형태는 [위치전환형(crossover commitments)]이라 이름 붙였다. 국내에
서는 안정옥(2006; 2007)이 보육제도와 주5일제의 시간제도가 개인의 생활세계40)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Moen(2003)의 가구노동시간 유형을 ‘노동-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38) 유성용(2008)이 제시한 맞벌이부부의 9가지 유형과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30시간미만/ 2. 남성30시간미만  여성30-60시간/ 3. 남성30시간미만 – 여성60시간이상/
4. 남성30-60시간 – 여성30시간미만/ 5.남녀 30-60시간/ 6. 남성30-60시간 – 여성60시간이상
7. 남성60시간이상- 여성30시간미만/ 8. 남성60시간이상 – 여성30-60시간/ 9. 남녀 60시간이상 

분석결과를 보면, 2004년 5번째의 남녀가 30-60시간 노동하는 유형이 39%로 가장 많으며, 이 유형
은 5년 전에 비해 10%이상 증가하였다. 이어서 8번째의 남성 장시간, 여성 표준시간 일하는 유형이 1
7.9%로 많이 분포한다. 부부 모두 장시간노동하는 9번째 유형은 12.7%로 5년 전에 비해 10% 감소했
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39) 근거이론(Grounded theory research)은 Strauss and Corbin(1990)에 의해 발전된 질적연구방

법의 하나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 행동 사회적 과정 등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상호 관련된 
범주들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이론을 창출한다(Creswell, 2010: 98~104). 이 과정에서 중심현상을 
둘러싼 주위의 여러 범주들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유형’으로 도출된다.   

40) 안정옥(2006, 2007) 연구의 생활세계는 ‘가족체제’와 ‘문화·여가체제’를 의미하며, 생활시간조사의 
행동을 재분류하여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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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거이론을 통해 도출된 Moen(2003)의 가구노동시간유형은 단순히 노동시간
의 양적 특성 뿐 아니라 심층인터뷰를 통해 ‘남녀부부의 개인적 성향과 권력’, ‘직업적 
기회’, ‘노동,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감’, ‘작업장의 구조’ 등 질적자료가 반영된 것으
로,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인터뷰에 응한 소수의 미국의 중산층 맞벌이부부에게서 
도출된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세 번째로는 부부결합방식으로 부부의 시간배분을 유형화하되 시간양을 이용한 양적 
접근으로 유형들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내 연구 중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양을 이용하여 
부부의 시간배분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로는 김주희(2012)와 김진욱·최영준(2012)의 연구
가 있다. 김주희(2012)는 맞벌이부부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평일일지로 노동, 가사, 여
가시간양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일-생활시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개인단위 분
석으로 남녀 각각 3개씩의 집단을 도출하고, 이것을 남녀교차하여 최종적으로 9개의 ‘가
구 일-생활시간 유형’을 도출한다. 

김주희(2012)의 주요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취업및여가병행-여:취업집중
형]은 남성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고, 여성은 취업노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유
형이다. 30% 이상을 차지하며, 남녀모두 경제적능력이 높은 편으로 평등한 성역할인식
을 보이지만 여성의 시간부족이 크다. [남:취업집중-여:취업집중형]은 부부가 모두 취업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유형으로, 17.7%를 차지한다. 남성은 단순노무, 여성은 기
능직 등 노동집약적인 직업의 비중이 크며, 부부의 가사·여가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다. 
이어 [남:취업여가병행-여:취업가사병행형]은 남성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반면, 
여성은 취업노동과 가사에 많은 시간을 쓰는 유형으로 가족책임에 있어서는 남성외벌이
와 흡사하다. 16.8%의 비중을 차지하며 월평균소득이 낮은 편이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 [남:취업여가병행-여:가사여가병행]은 남성은 취업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반면, 여성은 취업노동의 시간이 짧고 주로 가사와 여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9.1%
의 비중을 보이며, 부부의 연령이 높고,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 [남:취업
집중-여:취업가사병행]은 남성은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성은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유형으로 9.0%를 차지한다. 부부의 연령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
으며, 여성은 전문직인 경우가 많다. 남편은 장시간노동을 하고 여성은 취업노동 축소를 
통해 주된 양육자역할을 하는 형태이다.  

김진욱·최영준(2012)은 남성이 전일제이고, 미취학아동을 둔 부부에 한정하여 일-가
족시간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퍼지셋이상형분석(f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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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set ideal analysis)’을 사용하여 사례마다 유형별 ‘소속점수(membership score)’를 
산출하고 이 점수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일-가족시간의 유형은 유급노동과 가사시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형(male breadwinner model)]
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족책임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유형이다. [이중
노동부담형(dual burden model)]은 맞벌이를 하나 남성의 가사시간이 적어 여성이 유·
무급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협조적 적응형(adaptive partnership model)]은 부
부가 유·무급노동을 함께 하는 유형이며, [가족친화적 생계부양자형(family-friendly ma
le breadwinner model)]은 남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하지만 가족책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김주희(2012)와 김진욱·최영준(2012)의 연구는 한국 기혼부부의 시간배분의 유형화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양’의 정보만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4시간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시간배치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
며, 특히나 일상을 공유함이 본질인 가족의 삶에서 부부의 생활리듬을 좌우하는 노동시
간의 배치는 일-생활균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간연구 중 가
구단위에서 시간양과 배치를 모두 고려한 유형화분석을 시도한 예는 없으며, 개인단위의 
노동시간 분석에서도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부결합의 노동시간연구로서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 등 시간맥락을 
고려한 가구노동시간 유형화의 예는 Lesnard(2008)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Lesnard
(2008)는 프랑스의 1986, 1999년 시간일지를 이용한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불일치(off-
scheduling)41)가 가족공유시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부부결합방식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 결과 [남녀표준형], [남녀장시간형], [남녀교대형], [남성표준-여성
낮단시간형], [남녀단시간형]의 5가지 유형과 [남녀교대형]의 세부유형으로 [여성표준-남
성저녁근무], [여성표준-남성야간근무], [남녀완전교대형]의 3가지 유형을 도출하여, 총8
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유형별 남녀 각각의 평균노동시간과 노동시간일치율(synchronicity of work sched
ules)을 보면 남녀 각각 또는 부부합산 노동시간양이 비슷하더라도 노동시간일치율은 유
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 단적인 예로 [남녀표준형]과 [남녀완전교대형]을 비교해보면, 노

41) 여기서의 ‘노동시간불일치(off scheduling)’는 부부 중 한명만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바통을 
이어받으며 한명씩 일하는 태그팀 커플, 즉 완전한 교대형이라면 노동시간불일치가 100%가 된다. 
노동시간일치율(synchronicity of work schedules)은 반대로 전체노동시간 중 부부가 함께 일하
고 있는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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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양의 경우 [남녀표준형]은 남성 8시간36분, 여성 7시간54분이고, [남녀완전교대형]
은 남성 8시간15분, 여성 7시간16분으로 두 유형간 별 차이가 없지만, 노동시간일치율
은 각각 72.8%, 3%로 극명하게 다르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간양이 같더라도 노동시간
배치에 따라 이들 부부의 삶이 매우 다를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비표준시간대의 노동 
비중이 큰 유형과 노동시간일치율이 낮은 유형은 시간재량권과 직업위세도가 낮은 경우
가 많아 노동시간배치의 선택이 강제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구원간의 시간배분 연구 시, 시간이 가구의 공동자원이며 
가구원간 시간배분을 둘러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혼부부 대상의 
연구의 경우 부부결합방식의 시간분석은 유용한 전략일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Jaco
bs and Gerson(2004)과 유성용(2008)처럼 부부의 시간양을 단순결합하여 가구노동시간
양의 추이를 관찰하거나 가구특성에 따른 시간양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형화 연구가 시도될 만하다. 유형화의 방법
으로는 이념형에 입각하거나 Moen(2003)처럼 질적연구를 통해 가구 시간배분의 전략과 
특성들을 종합하여 유형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심층적인 진단 하에 유형을 도
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소수 사례로부터 나온 결과라는 비
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양적자료를 이용
한 부부결합시간의 유형화 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주희(2012)와 김진
욱·최영준(2012)의 두 개의 연구가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각각 노동, 가사, 
여가시간양의 유형화와 노동, 가사시간양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은 유형화와 
함께 유형별 시간배분의 특성과 설명요인을 밝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시간양
만을 분석에 포함했으며, 맞벌이부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시간압박이 큰 일부
집단에 한정되어 분석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내외를 통틀어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고려
한 부부결합방식의 노동시간 유형화 연구는 프랑스 맞벌이 부부 대상의 Lesnard(2008)
의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 역시 Lesnard(2008)의 방식에 따라 부부의 시간일지를 결
합한 자료로 배열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간맥락 속에서 시간양과 시간배치, 부부의 시간
일치와 불일치를 고려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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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노동시간의 설명요인 연구         
 
여기서는 가구의 시간배분을 다룬 주요한 국내외의 연구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요인

들을 추리고, 가구노동시간의 유형들을 도출한 후 유형별 가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
명요인 분석시 모델설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가구의 시간배분은 제도와 환경 등 중·거시
수준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접근으로 제한하여 가구의 특성
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연령은 기본변수로서 남녀 개인의 생애주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노동시
장의 경험과 훈련정도를 반영하는 인적자원 변수이기도 하다. Jacobs and Gerson(200
4)의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부부는 2,30대보다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이는 자녀양육시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사회
도 이와 비슷하게 맞벌이부부의 연령층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맞벌이 중 중장년여성의 
경우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특성이 발견된다. 한국의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결합의 시간배분 유형을 도출한 김주희(2012)에 의하면, 부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
성은 시장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반면, 여성은 시장노동시간이 짧으며 나머지 시간을 
가사와 여가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진욱·최영준(2012)의 연구결과도 부부의 연령
이 높을수록 여성은 이중부담의 현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
의 시간제근로에 대해 분석한 신경아(2014a)의 연구에서도 여성시간제 근로는 20-30대 
여성보다는 40대 중반이상의 중고령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간배치와 관련해서 연령의 영향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Pr
esser(2003)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비표준시간대 노동과 부적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비표준시간대 노동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보
유한 인적자원이 적으며, 신체적으로도 야간근무와 같은 비표준시간대 근무 부담이 적다
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Hamermesh(2002)의 연구에서는 저녁이나 야간시
간의 노동비중은 저연령과 고연령에서 높아서 연령은 비표준시간대 노동과 U자 모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벨기에의 노동시간패턴을 연구한 Minnen et 
al.(2015)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연령 등 인구학적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고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남녀개인의 인적자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써, 교육수준은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수준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



- 46 -

만, 서구와 국내의 연구들이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2차 대전이후 미국 등 서구사
회의 노동시간증가 주장을 이끈 고학력 집단의 장시간노동 현상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
우 노동시간이 길다는 실증연구에 근거한다(Gershuny, 2003; 2009; 2011). 부부합산 
노동시간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맞벌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져 길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Jacobs and Gerson, 2004). 

하지만 박규택(2003), 유성용(2008) 등 국내 연구의 경우 고학력집단보다 저학력집단
의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서구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유성용(2008)의 연구
를 보면 고학력부부보다는 저학력부부의 노동시간양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이 
고학력일 때 오히려 부부합산 노동시간은 짧아진다. 이는 한국의 고학력여성이, 이들이 
기대하는 노동시장의 보상수준과 현실간의 괴리,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족책임의 요구와 
정서적 대체불가능성 사이에서 유급노동과 가족책임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수준에 따라 노동시간배치도 달라진다. 주로 선호되지 않는 노동시간대, 즉, 비표
준시간대 노동은 일반적으로 저학력 집단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Hamermesh, 19
98; 1999; 2002; Presser, 2003) 하지만 최근 교육수준과 비표준시간대 노동은 U자 형
으로 나타나기도 한다(Minnen et al., 2015). 이는 기본적으로 저학력 집단에서 선호되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할 확률이 높은 것과 고학력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장시간노동, 즉 
표준시간에서 저녁, 밤까지의 비표준시간대로 이어지는 근무패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혼부부의 경우 고학력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일치된 표준
시간대 노동을 갖는 경향이 있다(Staines and Pleck, 1983; Lesnard, 2008: 450). 

셋째,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도 기혼남녀의 시간배분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게 된다. 
가족형성과 자녀출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부의 과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Moen(2
003)은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신혼기(nonparents under age forty), 가족성립기(launchi
ng), 초기정착시기(early establishment), 후기정착시기(late establishment), 자녀성인
기(individuals with adult children), 자녀독립기(empty nest), 무자녀부부(nonparent
s ages forty and over)42)의 단계로 가족의 생애주기(life stage)를 구분하고, 자녀발달

42) 신혼기(nonparents under age forty)는 여성이 40세미만으로 자녀가 없는 시기를 말하며, 가족
성립기(launching)는 막내자녀가 6세 이하(미취학), 초기정착시기(early establishment)는 6-12세
(초등생), 후기정착시기(late establishment)는 13-18세(중고생), 자녀성인기(individuals with adul
t children)는 19세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자녀독립기(empty nest)는 자녀가 출가한 후 부부만 남
은 단계를 말하며, 무자녀부부(nonparents ages forty and over)는 여성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자
녀가 없는 가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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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부부결합의 가구노동시간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성립기에는 무자녀신혼기에 비해 부부가 남녀
모두 장시간노동하는 과잉노동형(high commitments)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다
가 자녀가 아동기인 초기정착시기, 자녀가 청소년기인 후기정착시기를 거치며 과잉노동
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로소 자녀성인기에는 다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미성년자녀수나 부부외 성인가족수 등의 가구특성은 가족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가구의 시간배분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특히 남성은 유급노동자, 여성은 돌
봄책임자의 전통적 성역할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자녀조건은 남녀의 시간분화를 설
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Jacobs and Gerson(2004)은 미성년자녀가 있
는 경우 맞벌이부부일 가능성은 적으며, 자녀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는 남성에 비해 여성
의 감소폭이 8배 이상 커서 젠더중립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국내의 연구결과 역시 동일하게 자녀조건은 시간사용의 남녀분화를 심화시킨다. 유성
용(2008)은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의 가구노동시간은 짧으며 이는 여성 노동
시간의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밝힌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감소하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김주희(201
2)도 아무리 맞벌이부부라도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여성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육시간
을 늘려 이중부담의 시간사용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특히 김진욱·최영준(2012)은 
맞벌이부부 유형을 여성이 일방적으로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이중부담형’과 남녀공동으
로 가사노동을 하는 ‘협조적 적응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유형의 설명요인을 비교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설명요인은 ‘두 명 이상의 미취학자
녀’로 나타나 한국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가사참여와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르는 가장 
큰 설명요인은 성역할태도나 인적자원, 노동시장지위가 아니라 양육부담, 즉 가족이 처
한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책임을 나타내는 요인은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조부모 등 부부외성인가족은 가사노동의 제공자나 대상자
로써 부부의 노동과 여가, 가사노동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은지, 2008: 
59, 81), 가구내 남녀의 시간배분의 한 요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책임을 나타내는 가구특성은 노동시간배치에도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비표준시
간대 노동은 자녀양육시간의 확보 등 가족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표준시간대 노동에 대해 연구한 Presser(2003)는 미·비혼보다 기혼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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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혼부부 중에서도 무자녀부부보다는 유자녀부부가,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
표준시간대 노동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무자녀보다는 유자
녀의 경우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남녀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남성은 자녀발달단계에 관계없이 유자녀인 경우 무자녀남성에 비해 비표
준시간대 노동의 가능성이 증가하나, 여성의 경우 아동기 자녀가 있을 때는 무자녀여성
에 비해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선택할 확률이 떨어진다(Presser, 2003). 이것은 어린 자
녀를 둔 부부의 경우 모에 의한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성역할태도도 가구의 남녀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이론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성역할태도에 조응하여 시간배분이 결정
되지만, 지각된 성역할태도가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Bian
chi et al., 2000; Fuwa, 2004; Hook, 2006), 성역할태도를 묻는 질문은 시대에 뒤떨
어진 개념이고 젠더불평등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부터(Davis and Wills, 2
014: Hamilton et al., 2011), 성역할태도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 다양한 결과와 주장이 존재한다(김은지, 20
08; Hochschild, 2003 [1989]; South and Spitze, 1994). 한국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
분을 분석한 은기수(2009)도 성역할태도가 남녀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설문문항을 통해 도출되는 의식화된 태도가 젠더의 영향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근거이론을 통해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유형을 도출한 Moen(2003)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졌을 때, 남성외벌이모델과 흡사한 유형이나(신전통형) 남녀 모
두 짧은 시간 일하는 형태(단축노동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남녀모두 표준시간 이상 
일하거나(과잉노동형, 표준형) 여성-장시간, 남성-단시간 일하는 유형(위치전환형)일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에 의해 부부의 시간배분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종사상지위는 남녀개인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가
구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보수가 높은 직종에 있으면 유급노동시간을 
늘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수가 높은 직종일수록 직장의 요구가 커서 노동시간을 줄이
고 가족시간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Blair-Loy, 2003; Bianchi and Mil
kie, 2010: 709). 서구사회의 경우 전문직과 관리직의 고소득층 남성의 장시간근무 비중
이 높다고 보고한다(Glorieux et al., 2008; Jacobs and Gerson, 2004; Lesnar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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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aint pol, 2009). 이러한 현상은 지식중심의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60년대와 9
0년대 후반 벨기에의 노동시간패턴을 비교한 Glorieux et al.(2008)에 의하면 과거에는 
자영업자의 장시간노동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관리직에서 장시간노동 비
중이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부부합산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이다. Jacobs and Gerson(20
04)의 연구를 보면 부부합산의 가구노동시간양은 고소득의 전문·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기혼부부 중 고소득, 전문·관리직에서 맞벌이부부 비중이 증
가하고 있는 것과 맞벌이부부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관리직에 있는 부부들의 노동시간
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반영한다. 

한국사회의 경우도 일단 전일제 맞벌이부부만으로 분석할 때는, 생산직보다는 전문·
관리·사무직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유급노동시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주은선, 
2014: 24). 그러나 맞벌이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김주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의 경우 전문 직종 뿐 아니라 기능직의 노동집약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도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남성만 전일제이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부부로 한정하여 분석
하면, 남성의 소득이 높고 관리·전문·사무직인 경우 남성외벌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
고, 반대로 남성의 소득이 낮고 관리·전문·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맞벌이로 여성이 유
급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진욱·최영준, 2012). 

특히나 노동시간배치와 관련해선 직업과 종사상지위가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비표준
시간 노동증가의 한 원인으로 서비스영역의 확대를 꼽을 만큼, 서비스업은 비표준시간 
노동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상 실증연구들을 보면 비표준시간대 노동
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긴 하나, 기능·생산직에서도 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1990
년대 후반 미국의 비표준시간 노동을 연구한 Presser(2003)는 비표준시간 노동은 서비
스직이 37.2%, 기능직이 28.6%를 차지하며, 비표준근무가 많은 상위의 직업을 보면 대
다수가 로컬영역의 서비스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 대상의 연구에서도 
서비스업 중에서도 소매·운송 등의 일부영역에서 특히 높으며, 교대형의 노동시간유형은 
기능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lorieux et al., 2008;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Minnen et al., 2015). 프랑스의 부부결합 노동시간유형을 살펴본 Lesnard(200
8)의 연구에서도 남성이 관리직일 때는 부부가 표준시간대에 일할 가능성이 높지만 생산
직일 때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남성이 생산직일 때는 부부의 교대
근무의 비중이 높아지며, 남성이 판매직인 경우는 오후나 밤 교대근무나 시차근무의 비
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 직업에 따라 노동시간배치가 다양해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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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모형 

1.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구의 노동시간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남녀 각각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
구는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유형
화 되는가? 각 유형별 가구특성은 어떠한가?”이다. 이때 기존에 이루어졌던 시간양이나 
시간배치를 개인단위에서 살펴보던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가구단위에서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서 노동시간에 대한 이론
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장시간노동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4/7 사회가 활성화되
면서 증가하는 비표준시간 노동(nonstandard hours work)은 복지에 저해되는 측면이 
많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의 평균양의 
증감보다 집단별 ‘차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생활시간과의 구성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시간일지 자료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
국의 연구에서는 근래 들어 시간일지를 이용한 배열분석을 통해 시간양과 배치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노동시간의 유형화 분석이 목격되는데, 이러한 유형화 분석은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간 국내의 노동시간연구는 제도나 현안중심으로 진행된 편이며, 노동시간배치에 
대한 연구 역시 특정직종이나 사례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양과 시간배치, 
다른 시간과의 구성 등 시간정보를 풍부히 제공하는 국내의 노동시간 연구는 거의 없다. 
가구단위의 노동시간 연구 중 부부결합의 방식으로 가구노동시간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소수 시도되었으나(김주희, 2012; 김진욱·최영준, 2012; 유성용, 2008), 시간양의 단순합
만을 분석하거나(유성용, 2008), 유형화 분석을 통해 차이를 부각시키고 무리한 인과관
계 상정에서 탈피했다하더라도 맞벌이부부나 유자녀가구에 한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시간
양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주희, 2012; 김진욱·최영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결합의 시간일지로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모두 고려한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유형화 분석은 시간대별로 노동 또는 비노동의 정보가 기입된 시간일지를 짝지어 동
일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거리로 측정하는 최적일치법(optimal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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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g method)을 이용하여 거리를 산출하고, 이 거리값을 활용한 군집분석(cluster an
alysis)을 통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구노동시간의 유형들이 도출되면, 이어서 각 유형에 속한 가구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파악해보기로 한다. 이것은 유형별 노동과 비노동의 구성, 남성과 
여성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가구의 시간배분과 선택에 대해서는 합리이론과 젠더이론을 고찰하였다. 합리이론은 
시간배분이 최대효용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개
인과 가구의 시간분배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지위 등의 인적자본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될 것이다. 하지만 젠더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
원으로는 시간배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젠더 자체’가 시간분배를 조장하는 구속
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젠더규범에 따라 남성 소득자, 여성 가족책임자의 역
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시간은 배분된다. 분석결과로서 젠더의 영향은 가족책임의 경중
이 내재된 미성년자녀수,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가족생애주기 등의 자녀조건, 부부외 성
인가족수 등에 따라 가구의 시간배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젠더규범
은 의식적인 성역할태도로 드러나고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 가구노동시
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의 설명요인으로, 합리이론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젠더이론의 자녀발달단계별 가족생애주기, 성역할태도를 포함
하며, 가족책임을 반영하는 미성년자녀수, 부부외성인가족수 등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유
형별 가구특성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2.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과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두 번째의 연구문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일-생활의 시간들은 어떠한가? 유형별
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도출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시간양과 배치, 남녀의 배분 상태, 남녀 노동시간의 일치정도(synchronicity o
f work schedules) 등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유형별 노동시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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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개인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이다. 
이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남녀 각각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활시
간은 ‘활동별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활동별 시간’은 개
인의 노동시간, 가사시간, 수면시간, 식사, 위생관리 등의 자기관리시간, 적극적여가와 
소극적여가시간, 기타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보여줘 활동별 균형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
을 통해서는 가구노동시간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은 어떠하며, 지인들과의 시간, 혼자 보
내는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의 
한 속성인 배치의 측면에서 볼 때, 비표준시간대 노동의 핵심적인 특징은 타인과 다른 
생활리듬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에 따른 가족 및 지인과의 시간접점을 관
찰하는 것은 시간균형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선행연구 검토 결
과 역시 노동시간배치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이 크게 달라지며, 성별에 따른 시간차이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생활시간의 한 부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젠더이론에 의하면 부부간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 등의 생활시간배분을 통해 젠더가 
잘 드러난다. 따라서 노동시간구성에 따라 남녀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성별 비교
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활동별 시간’은 [노동시간-가사시간-수면시간-자기관리시간-적극적 여가
시간-소극적 여가시간-기타시간]으로 구성된 ‘24시간의 활동 배열’로 분석하며, ‘함께하
는 사람별 시간’은 [혼자 보내는 시간-가족공유시간-기타지인과의 시간]으로 구성된 ‘24
시간의 함께한 사람 배열’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세한 시간범주와 배열은 연구방법을 참
고하기 바란다.  

아래는 이상에서 서술한 연구모형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연구모형은 [그림 2-1], 첫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연구모형은 [그림 2-2],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연구모
형은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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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체 연구모형

[그림 2-2] ‘연구문제 1’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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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구문제 2’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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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대상 및 변수설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이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5
년 주기로 실시되어 현재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의 4개년도의 자료가 축적되
어 있다. 전국의 가구단위로 실시되며, 10세 이상 가구원이 10분 간격의 시간일지(time 
diary)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이틀 동안 기록하는 방식(after-coded diary)
으로 조사된다. 여기서의 이틀은 연속된 48시간으로, 일-월요일, 화-수요일, 목-금요일, 
금-토요일, 토-일요일이 가구별로 고르게 배분되어 한 가구의 가구원들은 모두 동일한 
이틀간의 시간을 기입하게 된다. 시간일지의 내용에는 ‘주행동’과 ‘동시행동’, ‘함께한 사
람’, ‘장소 및 이동수단’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가구 및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다. 조사규
모는 1999년 17,000가구의 46,109명, 2004년 12,651가구의 31,634명, 2009년 8,090가
구의 20,263명, 2014년 11,986가구의 26,9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년도 자료인 2014년의 자료를 사용한다. 2014년의 생활시간
조사는 ‘시간대’, ‘시간량’, ‘가구정보’, ‘함께한 사람별 주행동 시간량 및 행위여부’의 4
개 형태로 제공되는데43), 시간의 배치를 고려한 분석을 위해 시간대 자료를44) 주 분석 
자료로 삼고, 가구정보 활용을 위해 가구정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43) 1999년부터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는 시간량, 시간대, 함께한 사람별 행위여부 및 행동의 3개 데
이터로 배포되고, 가구정보는 이 자료들에 포함하여 제공되었으나, 2014년에는 가구특성 변수가 추
가되어 가구정보 데이터로 따로 제공되었다.  

44) 시간대 자료는 00시부터 24시까지의 하루를 10분단위로 쪼개어 10분마다 주행동, 동시행동, 함께
한 사람, 장소/이동수단을 기입한 형태이며, 아래와 같이 횡렬로 정렬되어 제공된다.

 

사
례 ...

09:00-09:10 09:10-09:20
...주행동 동시

행동
함께한
사람

장소/
이동수단 주행동 동시

행동
함께한
사람

장소/
이동수단 

1 일 - 혼자 직장 일 - 혼자 직장
2 식사 TV시청 자녀 집 식사 TV시청 자녀 집
3 출퇴근 인터넷검색 혼자 대중교통 일 - 혼자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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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일지자료는 모든 요일을 대상으로 조사되나, 본 연구는 평일 일지만을 분석에 포
함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주된 분석은 노동시간이며 사람들은 주로 평일에 일을 하
기 때문에 평일일지를 분석하는 것이 맞다. 또한 이어지는 분석은 노동시간과 어우러지
는 생활시간의 일상적인 흐름인데, 이는 특별한 활동이나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
말보단 정형화된 활동으로 채워지는 평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조사는 연속된 이틀간의 시간일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루단위의 분석 
뿐 아니라 이틀 연속의 배열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일 단위 분석을 하기
로 한다. 이틀 연속 분석할 경우 보다 긴 기간(spell)의 시간분배를 파악할 수 있지만 유
형이 복잡하게 도출되고 해석이 난해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주기의 최소단
위가 하루이고 사람의 신체리듬도 이를 따르기 때문에, 하루단위 분석을 통해 노동시간 
유형을 도출하고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생물학적 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간배분과 균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판단하였다45). 

더불어 이틀의 일지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단위 분석을 할 때, 양일 중 어느 일
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이틀 치를 개별일지로 보고 모두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틀 치 일지를 개별적인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하면
서 분석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계상의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조정한다46). 하지
만 사례 간 산술적인 거리산출로 유형화하는 것이 주된 분석인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조정방식을 시도하기 어렵고 유형화의 결과를 기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하루치 일지만 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이 때 이틀 중 두 번째 날 자료가 더 정
확하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두 번째 날 일지만 사용하기로 한다(은기수·차승은, 201
0).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둘째 날 평일자료인 월, 수, 금요일의 일지를 분석대상으로 삼
기로 한다.47) 

45)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생활주기는 일일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시간배분 경향을 하루단
위 관찰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 일하고 다음날 충분하게 잠
을 자고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생활 균형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위의 
패턴을 거스른 생활리듬이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라.  

46) 이틀 치 일지를 개별적인 두 명의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귀기반의 분석을 실행할 때 
오차항 간의 상관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개인이 작성한 일지를 
집단화하여 처리하는 robust 오차를 산출하여 적용하기도 한다(차승은, 2014: 35). 

47)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조사요일별 사례수(이틀간의 연속일지)는 아래와 같다.
조사요일 빈도 비중(%)

일/월 5,377 19.92
토/일 5,364 19.88



- 57 -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노동시간을 분석하므로 가구의 일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여
기서의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남녀 기혼부부로 한정하여 가정의 주된 생계
를 책임지고 있는 부부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48). 또한 연령은 20~50대(20~59세)이며, 
학생49)은 제외한다. 이는 성인과 다른 시간분배의 경향과 활동의 의미를 갖는 노년층과 
학생을 배제하고, 주된 일자리에 있는 성인 가구의 노동시간과 시간배분을 살펴보기 위
함이다. 

대상가구는 기혼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또는 기타 성인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즉, 동거중인 기혼자녀나 손자녀, 미혼인 형제자매, 기타가구원 중 미성년가
구원(예를 들어 어린 조카)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기혼자녀가 
있거나 손자녀, 어린 동생과 같은 미성년가구원이 있는 경우, 부부의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면서도, 핵심가구원들과 분리된 분석이 어려워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아래의 <표 3-1>은 이상의 분석대상 선정 과정에서 누락 및 선택된 가구수와 일지수
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3,131가구 내 남녀의 하
루치 평일일지 6,262개 일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화/수 5,406 20.03
목/금 5,397 20.00
금/토 5,444 20.17
전체 26,988 100.00

48)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정의 주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
로, 가구주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젊은 부부는 제외된다(물론 본 연구의 대상연령층이 20-50대이
기에, 이 연령대의 기혼부부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가구주(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기혼자녀와 배우자가 포함되
게 되어 한 가구당 두 커플 이상이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A가구내의 a부부, b부부의 가구특성은 같게 투입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쓴 이틀 
치의 시간일지를 각각 한 사람이 쓴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통계적인 문제
가 발생한다. 둘째, 가구단위의 해석이 난해해 질 수 있다. 한 가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의 입장에서) 마치 다른 가구의 사례인 것처럼 해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9) 시간일지의 주행동 중 ‘학교에서의 학습’에 응답한 경우를 학생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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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택 가구 선택 일지 누락 가구 누락 일지
전체 11,986 26,988
평일일지   7,190 16,180 4,796 10,808
20-50대이며, 학생 아닌 
기혼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 3,976 7,136 3,214 9,044

남녀일지 모두 있음 3,160 6,320 816 816
기혼자녀 또는 손자녀 없음 3,138 6,276 22 44
기타가구원 중 미성년 없음 3,131 6,262 7 14

최종 분석대상 3,131 6,262

<표 3-1> 분석대상의 선정  

3. 시간의 구분과 배열구조  

본 연구의 시간 구분은 <표 3-2>와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시간조사의 분류 
체계에 근거하며, 생활시간조사의 분류는 인간의 활동시간을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와 ‘제한정도(constraints)’를 기준으로 분류한 Ås(1978)의 시간구분50)과 일치
한다. 우선 ‘노동시간’은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생활시
간조사에서 ‘대분류2.일’로 분류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에는 주업 및 부업, 무급가족일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뿐 아니라 일 중 휴식 및 일 관련 연수도 포함된다. 하지만 
생활시간조사에서 ‘대분류2.일’로 분류된 ‘구직활동(소분류 221)’은 제외하고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에 한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대분류8.이동시간’으로 따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노동시간에 포함
할 것이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이동시간’으로 따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기도 하지만(R
obinson and Godbey, 1997), 많은 연구들은 이동시간을 이동의 목적이 되는 활동 시
간에 포함시킨다(Aguiar and Hurst, 2007; 2008; 2009; Ås, 1978; Gimenez-Nadal 
and Sevilla,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출퇴근시간(소분류 821)과 일관련 이동시간(소
분류 822)을 노동을 위한 필수시간으로 보고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것이다. 

생활시간 분석에서 ‘활동별 시간’은 위에서 정의된 노동시간 외에 ‘수면시간’, 식사 
등 개인유지와 생리활동을 위한 ‘자기관리시간’, 집안일과 가족구성원 돌봄 등 가족책임
을 위한 ‘가사시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자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적

50) Ås(1978)의 시간구분에 대해서는 p.13의 각주14)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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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여가시간’, 자유시간이지만 TV시청과 단순휴식, 흡연 등 소극적인 활동으로 구성된 
‘소극적 여가시간’, 그리고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시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의 출퇴근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동의 목적에 따라 각 활동시
간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동시간을 기타시간으로 분류할 경우, 행위가 명시되지 않은 기
타시간의 비중이 높게 측정되어 해석이 불분명해질 것이며, 일부 이동시간의 경우 이동
시간 자체가 목적하는 행위의 속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기 때문에 이동의 목적에 따라 분
류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및 학교의 등하교 지원, 
부모와의 병원동행 등은 그 자체로 양육과 돌봄의 의미를 크게 갖는다. 

한편,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은 ‘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공유시간’, ‘기타 지인과의 
시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였다51). 여기서의 ‘함께 한 사람’은 ‘한 공간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행동을 함께 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화 통화나 이동전화의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은 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식이 
없는 수면시간 역시 혼자 보낸 시간으로 분류된다. 또한 함께 한 사람은 한 사람만 대상
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가족공유시간’은 주행동을 배우자, 자녀, 부모 중의 1인 이상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가족 외 친구, 기타지인과 함께 하는 시간 등 무조건 가족1인 이상이 동반되
면 가족공유시간으로 분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시간에 자녀 돌봄 및 성인
가구원 돌봄 시간을 포함하였다. 원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돌봄 활동의 경우, 돌보는 행
동을 함께 한 것이 아닌 돌봄의 ‘대상’은 함께 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혼자 아기 목욕을 시켰다면 이는 혼자 한 행동에 해당되며, 배우자와 함께 아기
목욕을 시켰다면 이는 배우자와 함께 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즉, 이 행위의 돌봄 대상
인 자녀는 함께 한 사람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행위 역시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공유시간으로 간주하고 재분류하였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1인 이
상인 가구에 한해 ‘자녀와의 시간’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때 자녀와의 시간은 ‘주행동
을 자녀1인 이상과 함께 한 경우’와 ‘양육시간’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기타지인과의 시
간’은 형제자매, 친구, 이웃, 동료 등과 함께 한 시간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과 가족공유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51)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을 1)혼자, 2)배우자, 3)만10세미만(손)자녀, 4)만10세이상(손)자
녀, 5)부모 9)형제자매, 친구, 이웃, 동료 등 1~5)에 해당하지 않는 아는 사람 의 6가지 범주로 구
분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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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활동별
시간
구분

노동시간

- 주업 및 부업(211, 212)
- 무급가족종사 일(213,214)
-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215)
- 일 중 휴식 및 일 관련 연수 및 행동(216,217,219)
- 출퇴근 및 일 관련 이동(821,822)  

 
가사시간

- 음식준비, 세탁, 청소 준비 및 서비스받기(41,42,43)
- 주거/가정용품/차량 관리 및 애완동식물 돌봄(44,45,46)
- 쇼핑 및 구입 또는 기타 가정경영(47,49)
- 자녀 돌봄(51,52)  
- 성인 가구원 돌봄(53,54,55,56,57)   
- 가정 관련 이동(841,851,852) 

수면시간 - 수면(11) 

자기관리시간
- 식사 및 간식(12) 
- 개인위생 및 외모관리(13,19)
- 자기관리 관련 이동(811)

적극적 여가시간1)

- 참여 및 봉사활동(61,62,63) 
- 사교, 미디어, 종교, 문화, 스포츠(71,72,73,74,75)
- 게임, 기타여가활동(76,79) 
- 학원수강 등의 학습(32)
- 여가 관련 이동(831,861,871,891) 

소극적 여가시간
- TV시청(724)
- 아무것도 안하고 쉼(797)
- 담배피우기(796)

기타시간 
- 기타 미분류 활동(91)
- 기타 이동(891) 
- 구직 활동(221)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
구분

혼자 보내는 시간
- 주행동을 의식적으로 함께 한 사람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 경우
- 수면(11)

가족공유시간 - 주행동을 배우자, 자녀, 부모 중의 1인 이상과 함께 한 경우
- 자녀 돌봄(51,52)   

자녀와의 시간2) - 주행동을 자녀1인 이상과 함께 한 경우
- 자녀 돌봄(51,52)

기타지인과의 시간 - 형제자매, 친구, 이웃, 동료 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위의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1) 소극적 여가에 해당되는 활동은 제외한다.
주2) 자녀와의 시간은 미성년자녀가 1인 이상인 가구에 한해 측정한다.

<표 3-2> 시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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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00시부터 24시까지 10분 단위(총144개 시점)로 기입된 활동 
및 함께 한 사람의 배열(sequence)로 구성된 시간일지이다. 이상의 시간구분을 통해 분
석과정별로 사용될 배열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3>와 같다. 

 

분석과정 배열의 상태(element) 상태수 비고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노동/ 비노동 2 기혼남녀의 배열을
결합하여 분석 

유형별
남녀
생활
시간
분석 

활동별
 시간

노동/ 가사/ 수면/ 자기관리/
적극적여가/ 소극적여가/ 기타 5

남녀 각각 
개인별 분석함께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보내는시간/ 가족공유시간/ 

기타지인과의 시간 3

<표 3-3> 분석과정별 배열구조 

4. 가구노동시간 설명요인 변수설정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가구특성 파악은 유형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구노동시간 유
형들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한다. 가구특성의 설명변수로는 가구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합리이론과 젠더이론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표 3-4>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설명요인 분석의 
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기본변수이자 남녀의 인적자원을 반영하는 변수로 ‘연령’과 ‘교육수준’을 설정하
였다. 연령은 남녀 각각의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포함시키며,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미
만과 4년제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남녀 각각 투입시킨다. 또한 젠더이론의 한 변수로 
‘가족생애주기’를 설정하였다. 가족생애주기는 Moen(2003)의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6개 
단계 가족생애주기로 설정하였다. 막내자녀의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신혼기’은 부
부 중 여성연령이 40세미만으로 무자녀인 가구, ‘가족성립기’는 막내자녀가 미취학인 가
구, ‘초기정착시기’는 막내자녀가 초등생인 가구, ‘후기정착시기’는 막내자녀가 중고생인 
가구, ‘자녀성인기’는 막내자녀가 20세 이상인 가구, ‘자녀독립기 및 무자녀부부’는 여성
연령이 40세 이상인 동시에 무자녀인 가구로 구분한다. 역시 젠더이론을 반영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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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책임을 나타내는 ‘미성년자녀수’와 ‘부부외성인가족수’를 설정하였다. 미성년자녀
수는 20세 미만의 자녀수로 측정하며, 부부외성인가족수는 부부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
인가구원수로 측정하여 연속변수로 포함시킨다. 이어 남녀의 ‘성역할태도’를 포함시켰다. 
성역할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문항
에 대한 응답을 1~4점으로 점수화하여 투입하였다. ‘적극 찬성’으로 응답하면 1점, ‘약간 
찬성’으로 응답하면 2점, ‘약간 반대’로 응답하면 3점, ‘적극 반대’로 응답하면 4점을 부
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합리이론
의 변수로 남녀의 노동시장 특성도 포함시켰다. 남녀 각각의 ‘직업’과 ‘종사상지위’를 포
함시켰으며, 직업은 생산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전문·관리직의 3가지로 구분하고, 종사
상지위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2가지로 구분하여 투입한다. 본 연구의 경우 취
업남녀와 미취업남녀가 모두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없음·무응답의 경우도 있다. 기술분석
에서는 없음·무응답도 하나의 범주로 함께 분석할 것이나,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
용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분석모형을 구분하여 가능한 경우만 추려 투입하도록 조치할 
것이다52). 

통제변수로는 가구경제를 반영하는 변수와 지역변수를 설정하였다. 가구경제를 반영
하는 변수로는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거형태’를 투입하였다. 전년도 월평균 가
구소득은 지난 1년간의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연금, 
생활비 이전)의 세금공제 전 월평균 값으로 측정하며,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200만
원미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500만원미
만, 5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6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700만원이상의 8개 범주로 
구분된다. 기술분석에서는 8개의 범주 그대로 분석하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는 각 
범주에 1~8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연속변수화하여 투입하도록 한다. 주거형태는 자가와 
자가아님(전세, 월세, 무상주택)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
는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52) 예를 들어 남성외벌이의 세부유형으로 2개의 유형이 도출된 경우, 이 유형들끼리 따로 분석하며 
이때 여성의 노동시장 특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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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내용 비고

종속
변수 가구노동시간 유형 유형화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구노동시간의 유형 

설명
변수 

연령 남성연령 만 연령 합리이론
여성연령

교육수준 남성교육수준 4년제 대졸미만/ 대졸이상 합리이론여성교육수준

가족생애주기
신혼기/ 가족성립기/ 초기정착시기
/ 후기정착시기/ 자녀성인기/
자녀독립기 및 무자녀부부

젠더이론

가족책임
미성년자녀수 20세미만 미성년자녀수

젠더이론
부부외성인가족수 부부를 제외한 20세이상 성인가족수 

성역할
태도

남성의 
진보적 성역할태도 전통적 성역할(남성-일,여성-가정)에

적극 찬성=1/  약간 찬성=2/ 
약간 반대=3/ 적극 반대=4 

젠더이론
여성의 
진보적 성역할태도

노동
시장
특성

남성직업 생산직/ 서비스·판매 /
사무·전문·관리 /무응답·없음

합리이론
여성직업
남성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무응답·없음여성종사상지위

통제
변수

가구경제
전년도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1/ 100-200만원미만=2
/200-300만원미만=3/ 300-400만원미만=4
/400-500만원미만=5/ 500-600만원미만=6
/600-700만원미만=7/ 700만원이상=8  

주거형태 자가/ 자가아님
지역 동부/ 읍·면부

<표 3-4> 가구노동시간 설명요인 분석 변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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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사회과학적 배열분석(social sequence analysis)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가구노동시간분석으로 시간양과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 이는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사용하여 부부의 노동시간을 유형화하는 작업
으로 구체화된다.  

사회과학에서의 배열분석은 생명과학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응용하여 노동경력, 생애
과정, 상호작용과정, 개인 및 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980년대에 처음 도
입되었다(Abbott and Forrest, 1986; Abbott and Hrycak, 1990; Abbott and Tsay, 
2000). 사회과학에서 쓰이는 ‘배열(sequence)’은 상태, 사건, 활동, 선호, 현상 등의 순
서화된 합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규칙성(temporall
y ordered regularities) 뿐 아니라 공간적인 순서(spatial order), 선호의 순서(prefere
nce order), 위계의 순서(hierarchical order), 논리구조의 순서(logical order) 등 다
양한 정보의 순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Cornwell, 2015: 21~22). 

이처럼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순서에 관심을 갖고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오
래 전부터 사회과학에서 다뤄왔다. Durkheim(1997 [1893])은 행동의 정규성은 사회가 
적절히 기능케 하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보았으며, Weber(1978 [1922])는 규칙성의 증가
를 근대사회가 당면한 합리화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Parsons(1951)는 사회행동의 
제도화를 강조하면서 반복되는 행동은 상위체계의 규범, 의무, 가치에서 파생되는 구조
적 힘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상의 미시행동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설명한 
Giddens(1984)에게 사회구조란 일상의 반복되는 행위들을 내재한 개념이며, 행위자들은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사회구조와 만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일상적인 반복(routinizati
on)은 규범, 의무, 제도적 관행들의 표현이자 존재론적인 안정(ontological security)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믿음에 근거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Bourdieu(1984)는 아비투스(h
abitus)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구조의 재생산 과정에서 정규성을 띠는 미시행동들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Simmel(1955 [1922])은 행위자들은 비슷한 배열의 공유로 소속감을 얻
을 수 있다고 보고, 무기를 만들던, 장난감을 만들던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을 하
는 노동자들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ornwell, 2015: 23~24, 4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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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배열분석은 Markov chain, event-history analysi
s, duration regression 등의 방법을 통해 단계별 과정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이 방법
은 긴 궤적에서 전환의 상태를 분리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
으로 1980, 90년대 후반에는 각 배열들을 분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대표적으
로 Andrew Abbott은 컴퓨터공학과 정보공학, 생물학에서 사용되던 분석기법(Levensht
ein, 1966)으로 배열들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게 되
는데, 이때 배열 간 차이점을 도출하는 방법이 바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이
하 OM)’을 활용한 거리 측정방식이다. OM은 모든 배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동일하게 
만드는 전환과정을 거치고(sequence alignment operation)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최
소비용을 배열들 간의 거리값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이 거리값을 바로 배열들 간의 ‘차
이(dissimilarity)’로 정의하게 된다. 이 전환과정은 삽입/삭제(indel) 또는 대체(substitu
tion)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 전환과정(sequence alignment operation)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53). 이것은 짝지어진 두 배열의 ‘길이(length)’, 배열의 ‘상태(element)’, 그리고 상태
들의 ‘순서(order)’를 같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삽입/삭제와 대체 중 어떤 방식을 쓰고 
각 방식의 비용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열 Si와 Sj의 전환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삽입/삭제, 대체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단계별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
다.

전환단계 배열상태 전환내용 

0단계: 초기값 Si: AAAABBBB
Sj: ABBCCDEE  

1단계: 삽입 Si AAAABBBB
Sj AAAABBCCDEE AAA를 Sj 앞에 삽입

2단계: 삭제 Si: AAAABBBB
Sj: AAAABBCC Sj의 DEE 삭제 

3단계: 대체 Si: AAAABBBB
Sj: AAAABBBB Sj의 CC를 BB로 대체

53) 본문의 최적일치법의 전환과정을 설명하는 예시의 내용은 Cornwell(2015: 111~114)의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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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계별 삽입, 삭제, 대체과정에 각각 1점씩 부여한다면 총비용은 8이 되어 S
i, Sj의 거리값은 8이다. 

Si* A A A A B B B B
Sj* Φ Φ Φ A B B C C D E E

cost : 1 1 1 0 0 0 1 1 1 1 1 =8
주: Φ 는 삽입, 밑줄은 대체, 중간줄은 삭제를 의미함 

하지만 삽입, 삭제, 대체를 모두 사용한 위의 경우와 달리, 아래와 같이 대체의 방법
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Si, Sj의 거리값은 7이 된다. 결국 어떤 조정방식을 선
택하느냐에 따라 거리값이 달라진다. 이 때 표준화된 OM의 측정방식은 최소의 조정비용
을 산출하는 것을 최적의(optimal) 방법으로 여기고 이를 따른다.

Si* A A A A B B B B
Sj* A B B C C D E E

cost : 0 1 1 1 1 1 1 1  =7
주: Φ 는 삽입, 밑줄은 대체, 중간줄은 삭제를 의미함 

OM의 최종목표는 모든 배열들을 둘씩 짝지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리값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만약 n개의 배열이 있다면 n×n의 거리행렬(distance matrix) 산출이 
가능하다. 이 거리행렬은 가까운 배열끼리 모아서 유형화하는 군집분석 등으로 활용된
다. 

그간 사회과학에 적용된 배열분석은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큰 비판은 OM에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비판은 사회현상과 자연과학의 현상들은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배열의 경우 돌연변이 등으로 배열이 바뀔 수 있지만 사회현상을 같은 방식
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Cornwell, 2015: 120). 두 번째는 배열들 간의 
차이 측정 즉, 거리값 산출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예를 들어 직업경력에서 초급과 중급
의 차이와, 초급과 전문과정의 차이를 같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동일하게 1
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투입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1)원자료에서 상태들 간 
전환비율 등을 비용산정시 고려하는 방법(raw differences as costs)이 있고, 2)이론적 
모델로부터 비용값을 구하여 적용하는 방법(complications from variable costs)이 있
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태 간 전환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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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환확률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을 산출하여 전환빈도가 높은 경우 비
용이 작아지도록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Aisenbrey and Fasang, 2010: 429~431; Cornwell, 2015: 120~12
1). 이 과정을 통해 거리측정의 현실적용성이 다소 높아지긴 하나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인 비판은 시간일지와 같은 미시자료에 대한 적용에서 제기된
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는 OM 이후 배열간 거리값
을 이용하여 군집분석 등을 통해 유형을 도출하는 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군집분석 수
행 시, 그 집단이 실제로 얼마만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유형을 도
출하는 경우가 많아 타당성 및 적용의 강건성과 유연성(robustness)에 대한 비판이 있
어왔다(Aisenbrey and Fasang, 2010: 431~432) 

첫 번째의 이론적/방법론적 적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OM은 사회적 의미를 끌어내
기 위해 사회현실을 양화시키는 도구일 뿐이며 그러한 비판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Cornwell, 2015: 120). 또한 사회과학에 적용되는 OM의 전환과정은 
자연과학에서 쓰이는 것과는 다르게 swap, reversals 등의 방식은 쓰이지 않으며, 삽입
/삭제와 대체방법만 사용되는데 이는 사회과학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
일지 자료(time diary data)에서의 활동들은 대체전환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우리생활에
서 활동들은 대체가 가능하다. 물론 직업경력 배열의 경우는 대체의 현실성은 약할 수 
있다. 결국 현실적용성은 어떠한 자료로 분석하느냐에 달려있지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
이냐의 문제가 아니다(Abbott, 2000, Cornwell, 2015: 120). 두 번째의 배열들 간의 거
리 측정방식의 자의성 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순서(order)와 시간(timing)을 고려
한 전환비용 산정에 대한 방법론적인 보완이 있어왔고, Elginga 등이 OM이 아닌 다른 
방식의 거리값 계산을 제안하면서 크게 해소되었다(Aisenbrey and Fasang, 2010: 43
5~441). 또한 세 번째의 유형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군집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적 지표와 이론을 참고하고, 다양한 군집분석 방식들을 적용·비
교하는 민감성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포함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Cornwell, 201
5: 136~139). 이처럼 1980년대 중반에 배열분석이 사회과학에 적용된 이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시퀀스분석의 제2시기(the second wave of social sequence analysis)라
고 불릴 정도로 주요비판에 대한 대응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본 연구는 사회과학 배열분석의 문제에 대응하는 개선방안과 전략을 적
극적으로 취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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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자료를 이용한 배열분석(social microsequence analysis) 

최근 들어 일상생활(everyday life)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사회과학적 배열분석(so
cial microsequence analysi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 연구들은 대다수가 
시간일지 방식의 시간사용조사(time use research)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간 경제학에
서는 시간을 분절된 자원(discrete resource), 할당되는 예산(allocated budget)으로 간
주하고 분석하였으나, 이후 연구자들은 시간맥락(temporal context)을 간과한 시간연구
를 비판하면서 OM과 같은 배열분석의 기술들을 시간연구에 적용하였다. 특히 시간자료
의 활동배열은 스케줄상의 조정과 다른 행위자들 간의 조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러
한 특성은 배열들의 전환과정(sequence alignment)과 흡사하여 사회행동의 대체불가능
성을 이유로 OM 류의 배열분석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데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시간자료를 이용한 배열분석은 거리 측정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선 배열간 조정과정에서 삽입/삭제 과정을 쓰게 되면 시간왜곡(time warpi
ng)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간자료의 길이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데 과정상에서 하루 2
4시간이 23시간 50분이 되기도 하고 24시간 20분이 되기도 한다54). 이러한 시간왜곡을 
피하고자 삽입/삭제의 비용을 높여, 최소비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삽입/삭제 방법을 아
예 쓰지 않는 측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대체방법만 사용해서 배열의 길이를 유지
시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삽입/삭제의 비용을 높여 대체방법만을 사용하는 조정과정을 
‘Hamming’ 거리측정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정과정을 지정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
다. 대체비용(substitution cost)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대체비용은 가

54) 시간왜곡에 대한 고려는 연구자가 분석시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상태가 어느 시점에 발생(timing)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상태들이 어떤 순(orde
r)으로 발생했는가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타이밍에 관심이 있고 시간왜곡을 
피하고자 할 때는 삽입/삭제에 높은 비용을 매겨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Hamming distanc
e). 하지만 순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교대근무자들이 잠들기 전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어느 시간에 잠들었는지 와는 관계없이) 대체에 높은 비용을 매기고 삽입/삭제 
방법을 주로 쓸 수도 있다(Levenshtein2 distance). 

operation
cost regime

operations used sequence feature
emphasizedsubstitution insertion/ deletion

Hamming yes(cost=1) no(cost=∞) timing
Levenshtein yes(cost=1) yes(cost=1) timing and order
Levenshtein2 no(cost=∞) yes(cost=1) order
출처: Lesnard(2010: 394)의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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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두 시점에서 두 가지 다른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을 고려하여 측정되어
야 한다. 만약 모든 과정에 고정비용을 매긴다면 그것은 ‘언제’ 발생한건지에 대한 것, 
즉 타이밍을 고려한 결과물이 될 수 없다. 배열의 타이밍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연속
된 두 시점 간의 전환 값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두 시점에서 활동의 변화가 
낮은 전환비율을 보인다면 이는 각각 다른 패턴인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활
동의 변화가 빈번한 시점에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
이기도 한 노동시간패턴을 다루는 배열분석에서 오전 8시에 일하는 A와 일하지 않는 B
의 거리가, 밤10시에 일하는 C와 일하지 않는 D의 거리와 같다고 측정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 대안이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서 8시10분 사이에 비노동
상태에서 노동상태로 전환하는 비중은 25%이나 밤 10시30분에서 10시40분 사이의 전
환비중은 3% 뿐이라면, 밤 10시30분에서 10시40분 사이에 전환상태를 보이는 배열은 
매우 다른 이질적인 궤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낮시간의 1시간 
노동과 밤시간의 1시간 노동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Lesnard(2004; 2010)는 시간자료를 이용한 배열분석시 상
태의 전환비율을 시점마다 달리 적용한 Hamming 거리 측정방식을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Dynamic Hamming Matching(이하 DHM)’ 거리 측정방식이다. 즉, 어떤 시점에
서 전환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는 높은 대체비용을 매겨 거리값이 크게 산출되도록 조치
하고 반대로 전환이 빈번한 시점에서는 낮은 대체비용을 매겨 거리값을 작게 계산한
다55). 이러한 시점마다 변하는 대체비용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Sp(A,B)= 4-[P(Xp=A|Xp-1=B) + P(Xp=B|Xp-1=A) + P(Xp+1=A|Xp=B) + (Xp+1=B|Xp=A)]56)

Sp: 대체비용(substitution cost)
Xp: P번째 시점의 상태를 표현하는 변수  

55) 전환비율은 두 시점에서 취한 값이고 거리값은 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시점의 전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때 더 많은 시점이 고려될수록 정밀한 분석이 가능
해질 것이다. 시점은 시간의 측정단위(time unit)에 의해 결정되므로 10분마다의 활동이 기록된 생
활시간조사를 이용하는 본 분석은 10분간의 간격을 전후로 보고 비용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Lesna
rd, 2010: 401~402).  

56)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점의 비용은 (A), 마지막과 마지막 바로 전 시점의 비용은 (B)의 산식에 의
해 부과된다. 

S1(A,B)=4-2[P(X2=A|X1=B) + P(X2=B|X1=A)]        (A) 
ST(A,B)=4-2[P(XT=A|XT-1=B) + P(XT=B|XT-1=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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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시간양 뿐 아니라 배치까지 고려한 가구노동시간과 
남녀생활시간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 활동들의 대체가 가능한 시간일지를 분석하므로 O
M의 배열 간의 조정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시간배치를 
중요한 분석내용으로 포함하므로 시간왜곡을 피하기 위해 삽입/삭제에 높은 비용을 매
겨 대체방식만을 적용하는 Hamming 거리 측정방식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점마다
의 전환비용을 고려하는 Dynamic Hamming Matching 거리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현
실성을 높이고자 한다57). 

3. 군집분석과 타당성 고려 

본 연구에서 DHM의 방식을 통해 산출된 배열간의 거리값은 전체 배열의 유형들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후 산출된 거리값을 활용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수행하여 배열들의 구조를 유형화하여 보여줄 것이다.  

군집분석은 여러 객체를 통계적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 하는 분석으로 생물학
에서 주로 발전되어 왔다. 군집분석은 크게 ‘위계적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분할 방법(partitional clustering)’으로 구분된다. 위계적 방법은 각각의 관찰치가 개별
군집이라고 보고 군집간거리가 짧은 군집끼리 묶는 과정을 통해 군집수를 줄여나가거나
(agglomerative method) 반대로 점차 분화시키는 방식(divisive method)으로, 이때 군
집간 거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분화된다58). 한편 분할 
방법은 특정 군집수를 미리 결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군집수로 분할할 수 있
는 가능한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해(iterative process)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적의 
군집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분할의 방식으로 K-means, K-medoids 등이 사용
된다59). 또한 분할 방식이 초기값(starting point)의 선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57) DHM 거리 측정방식을 이용한 배열분석은 통계프로그램 R의 TraMineR 등의 패키지(http://trami
ner.unige.ch/) 또는 Stata의 plug-in SEQCOMP로 분석할 수 있다(http://laurent.lesnard.free.f
r/).   

58) 위계적 군집분석의 대표적인 군집간 거리측정 방식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단연결법(single linkage)은 ‘최단거리’를, 2) 최장연결법(complete linkage)은 ‘최장거리’를 군

집간 거리로 정의한다. 3)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은 ‘평균거리’를 군집간 거리로 정의한다. 4)
Ward 연결법(Ward linkage)은  ‘       ’ 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구분하는데, 이 방법은 군집내 편차제곱합과 군집간 편차제곱합을 고려하기 때문에 군집간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Kaufman and Rousseeuw, 1990).   

59) 군집분석의 분할 방법에서 k개의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k개의 대표객체(representative obj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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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하고자 위계적 방법에 의한 결과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결합 방법’이 적용
되기도 한다. 

군집수는 한 배열을 하나의 군집으로 보는 것부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3-12개 정도로 군집수를 나누곤 
한다. 적정군집수 판단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덴드로그램(dendrogram)이나 
분할과정을 보여주는 나무그림(tree display)60) 등과 같은 시각적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
이다. 덴드로그램은 위계적 방식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군집 간의 거리를 길이로 보
여주는 그림으로 군집분할의 간격이 커지기 바로 직전이 적당하다. 즉 변화가 커지는 지
점에서 의미있는 분할이 가능한 수로 결정하면 된다. 나무그림은 위계적 방식의 군집이 
분할되는 과정을 트리구조로 보여주어 어떤 로직에 의해 한 집단이 양분되는지 보여 준
다. 이를 통해 결과의 현실 적용성과 이론적 해석의 가능성(the plausibility of the res
ults and their theoretical interpretability)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다(Aisenbr
ey and Fasang, 2010: 433). 이처럼 시각적인 방법 외에도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통계수치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정군집수를 찾는 여러 방법들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덴드로그램으로는 4개 군집이 적정한데 CH 지표(Calinski-Harabasz index)로는 8개가 
적절하다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적정 군집수가 결정되고, 
애초에 군집화를 위한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추
가될 필요가 있다(Cornwell, 2015: 136~13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계적 방법들의 결과를 비교하고, 
이어서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계적 방법의 결과와 이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결합방
법과도 비교하여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기로 한다. 또한 적정군집수 결정은 위계적 방식
의 분할과정을 보여주는 나무그림, 덴드로그램, 여러 지표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들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61).    

ts)를 선정하고 대표객체와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을 모아 군집화 하는데, 이때 대표객체의 설정방식
이 다양할 수 있다. k-means는 동일집단 내 다른 객체와의 평균제곱거리(average squared dista
nce)를 최소화하는 대표객체(이러한 대표객체를 centroid라고 함)를 선정하여 군집화하는 방법이며, 
k-medoid는 동일집단 내 다른 객체와의 평균거리(average distance)가 최소인 대표객체(이러한 
대표객체를 medoid라고 함)를 선정하고 집단화하는 방식이다(Kaufman and Rousseeuw, 1990: 4
0-41). 

60) 위계적 군집분석 과정의 나무그림은 R의 WeightedCluster 패키지를 통해 제공되며 결과는 TraMi
neR 패키지의 seqtreedisplay 함수로 시각화가 가능하다(Studer,  2013: 7).

61) 유형화 결과의 타당성은 다음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노법래, 2013: 118).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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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범위 해석

CH
(Calinski-Harabasz index) [0~+∞] -군집내 편차제곱합과 군집간 편차제곱합의 

비율임. 즉, 분산분석의 F값에 근거함 

ASW/ASWs
(Average Silhouette Width) [-1~1]

-소속된 군집의 다른 객체와의 거리 평균과 
가장 가까운 군집과의 거리 평균 비교를 통해 
소속된 군집의 coherence 를 보여줌 

-가중치자료를 위한 ASWw 산출
-군집별 개별값과 군집전체의 평균값을 보여줌

PBC(Point Biserial 
Correlation)  [-1~1] -군집들이 거리행렬을 얼마나 재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HG(Hubert's Gamma) [-1~1]

HC(Hubert's C) [0~1]
-분석결과의 분할과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분할과의 차이를 보여줌 

-값이 작을수록 군집분석의 결과가 좋음
출처: Studer(2013 : 13)의 <표 2> 재구성 

<표 3-5> 군집분석의 분할의 질 평가지표  

4. 다중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  

본 연구의 가구노동시간은 가구주와 배우자인 남녀의 노동시간을 결합한 부부 노동
시간이다. 따라서 가구노동시간의 배열분석은 남성의 노동배열과 여성의 노동배열이 결
합된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배열분석에서 부부결합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는 다음
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선 남성의 노동시간유형과 여성의 노동시간유형을 각
각 도출하고 이 유형들을 교차하여 남녀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을 도출하는 방식이다(se
quence dimension cross-tabulation). 방법상으로는 간단하지만 각 유형이 3,4개 이
상인 경우 너무 많은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여부를 결합하여 배열의 구성 상태를 확장하고 이 상

는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유형화의 결과를 두고 이론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Aisenbrey and Fasang(2010: 433)는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라고 지칭하였다. 두 번
째는 통계적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군집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시각적 방법이나 군집의 분할
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군집분석의 타당성 문제는 결국 방법론 상으로, 
군집분석시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 적정 군집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드러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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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들로 구성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것이다(alphabet expansion). 본 연구의 경우는 
1)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을 하는 경우, 2)남성만 일을 하는 경우, 3)여성만 일을 하는 경
우, 4)남녀 모두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의 4가지 상태로 구성된 가구노동시간의 배열을 구
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상태수가 많지 않아 해당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방
법은 상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상태수가 많으면 대체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거리값들을 과대 산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Cornwell, 2015: 145~146). 

세 번째로는 ‘다중배열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 이하 MCSA)’을 이
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Pollock(2007)이 고용상태와 주택소유여부, 혼인 및 자녀조건 
등 다수의 배열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Gauthier et al.(201
0), 문혜진(2012) 등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방법은 각 채널별로 배열들
의 거리값을 계산하고 이 거리값들(만약 채널이 3개라면 한 시점마다 3개의 거리값이 
산출된다)의 평균 또는 합을 구하여 새로운 비용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배열분석을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가구내의 남성노동
배열과 여성노동배열의 개인 배열을 기본단위로 하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를 위해서 남
녀의 2개 배열을 결합한 다중배열의 거리값을 구하고 이를 군집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 배열을 기본단위로 하는 것은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분석에 이어 남녀의 개
인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대표배열분석(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유형화 이후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배열을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대
표배열분석(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은 유형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집단(representative set)을 추출하는 것으로, 대표집단은 포괄범위는 최대로 하고 
중복은 최소(maximum coverage with minimum redundancy)로 하는 방식으로 선정
된다. 대표배열 추출은 이상치를 포함하는 개별 배열들의 특성을 포괄하면서도 전체 집
단의 주요한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수의 배열들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G
abadinho, A., et al., 2009: 2). 특히 대표배열은 평균값이나 중간값과 같은 가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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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유형 내에 실재하는 객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실재하는 것을 선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현실적합한 해석이 가능하며 흔히 쓰이는 통계적 중심값의 허구성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배열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두 
종류의 대표배열을 선정하기로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이웃밀집도(neighbourhood dens
ity)’가 가장 높은 배열을 선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웃밀집도란 정해진 이웃반경(nei
ghbourhood radius)에 포함된 배열들의 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변에 가장 많은 이
웃배열들을 거느린 배열을 대표배열로 선정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이웃의 범위, 즉 이웃
반경은 배열들 간의 거리값 행렬에서 산출된다62).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배열들과의 거
리값이 최소인 객체, 즉 가장 중심에 위치한 배열을 대표배열로 선정하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는 다른 배열과의 거리값의 합이 가장 작은 배열(medoid)을 대표배열로 선정하게 
되며, 이것은 집단의 가상적인 중심을 찾는 것과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모든 배열들은 대표성 점수(representativeness score)를 갖게 되며 연구자의 판
단에 따라 대표배열의 개수를 정하거나, 또는 집단내의 coverage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만족하는 규모의 대표배열 집단(representative set)을 뽑아낼 수도 있다(Gabadi
nho, A., et al., 2009: 4~5; Gabadinho, A., et al., 2015: 107~109). 

선정된 대표배열의 질(quality of representative set)도 측정할 수 있다(Gabadinh
o, A., et al., 2009: 6~7). 대표배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모든 배열
들을 가까운 대표배열에 배정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대표배열을 선정하였다면 모든 배
열이 한 개의 대표배열에 소속되며, 5개의 대표배열을 선정하였다면 모든 배열은 5개의 
대표배열 중 거리가 가까운 대표배열에 각각 소속되게 된다. 이때 두 개 이상의 대표배
열과 거리가 같다면 대표성 점수가 높은 대표배열에 소속된다. 이렇게 모든 배열들을 가
까운 대표배열에 배정한 다음, 다음의 값들을 측정하여 대표배열의 질을 평가한다.

62)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거리측정에서 길이가  , 인 두 개의 배열    의 이론상 최대거리
max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된다(Gabadinho, A., et al., 2009: 6). 

max  min    ·min  ·max      ·
  : 삽입/삭제 비용(indel cost)
   : 대체비용의 최대값(maximal substitution cost)

    여기서 이웃반경은 이론상 최대거리의 일정비율로 정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론상 최대거리의 1
0%를 이웃반경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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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장악력(coverage)’이다. 이것은 대표배열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거느리
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번째 대표배열의 이웃반경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배열들의 수를 
라 한다면 전체 배열수에 대한 이웃반경내의 소속배열들의 수, 즉 으로 측정한
다. 장악력이 높을수록 대표배열과 유사한 배열들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판별력(discrepancy)'이다. 이것은 소속배열들이 소속배열들의 실제 중심값(center)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번째 대표배열에 소속된 배열들의 실제 중심값
(center)과 소속배열 간 거리값들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판별력이 높다는 것은 소속배열
들과 소속배열들의 실제 중심값과의 거리가 짧다는 것으로 대표배열에 소속된 배열들끼
리의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속배열들과 대표배열과의 평균거리(mea
n distance to representative sequence)’로도 대표배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소속
배열들과 대표배열과의 평균거리는 짧을수록 대표배열과 소속배열들의 동질성이 큰 것
이므로, 이 길이가 짧을수록 대표배열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의 노동시간 특성과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 대표배열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유형별 가구노동시간 분석에서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배열(medoid) 1개, 최다이웃을 거느린 배열 5개를 대표배열로 선정할 것
이다. 중심배열을 통해서는 유형들의 가장 중심적인 노동시간 특성을 실재하는 시간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최다이웃을 가진 대표배열들을 통해서는 한 유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시간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의 생
활시간 분석(활동별 시간)에서는 남녀 각각 가장 중심에 위치한 배열을 1개씩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유형별로 가장 중심에 위치한 남성의 대표시간표와 여성의 대표시간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생활시간의 남녀 차이를 실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63).  

63) 남성 대표배열과 여성 대표배열은 남성 집단의 중심배열, 여성 집단의 중심배열일 뿐 부부는 아니
다. 물론 부부인 남녀가 대표로 선정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 유형에서(D1유형) 공교롭게도 
부부가 모두 남녀 대표배열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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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분석

1.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과정 

여기서는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 과정을 기술한다. 가구노동시간 유형화는 다중배열
분석(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우선, 남녀 
각각 24시간을 10분 단위로 노동과 비노동의 상태로 기입한 개인 배열의 거리값을 DH
M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 거리값들의 합(sum)으로 새로운 비용을 구하여 가구노동시간
의 거리행렬(distance matrix)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 거리행렬을 군집분석에 적용하여 
적절한 유형을 도출하게 된다. 이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을 분할하며, 어떤 
기준으로 최적군집수를 결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의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유형을 선택하
였다.  

우선 ‘최장연결법(complete linkage)’,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Ward 연결
법(Ward linkage)’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를 나무그림(tr
ee display),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할의 질을 보여주는 평가지표(index)들로 비
교하였다. 각각의 그림과 지표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그림과 지표들의 비교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구분 나무그림 덴드로그램 분할의 질 평가지표

최장
연결법 

-노동형과 비노동형으로 우선 분리됨
-군집내 응집력이 크게 도출되기에 비표
준적인 유형의 분화가 두드러짐

-소규모군집이 다수 도출됨
-구분 모호

-6~9개 유형이 적절
;ASWw, CH에 의하면 6
개에서 9개 군집이 적절
하고,  PBC 의하면 11개

평균
연결법 -군집의 규모차가 매우 크게 도출됨 -구분 모호 -2~3개 유형이 적절

Ward
연결법

-맞벌이와 남성외벌이로 우선 분리됨
-군집규모가 비교적 비슷하게 구분됨
-12개까지 유의미한 분리 가능

-8개 또는 
11개 유형
이 적절

-9~12개의 유형이 적절  
;ASWw에 의하면 9개(2,3
개는 너무 적음),  PBC, 
HG에 의하면 12개

<표 4-1>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계방식의 군집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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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장연결법(complete linkage)은 군집 간 측정되는 최대길이를 군집간 길이로 
측정하기 때문에 군집내 응집력이 큰 특성을 보인다. 나무그림을 살펴보면 노동형과 비
노동형으로 우선 분리된 후 비노동형으로부터 비표준적인 유형들의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집내 응집력은 크지만 사례수 20개 이하의 소규모 군집들이 비교적 초기단
계부터 나타나는데, 군집 규모가 작으면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이후 다항로짓분석 등의 
작업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 군집분할의 질을 보여주는 ASWw, HG, PBC, HC, CH 
의 값에 의하면 6~9개 정도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보고되지만, 덴드로그램 상으로는 구
분이 모호하다. 두 번째로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의 경우 군집규모의 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ASWw, HG, PBC, HC, CH 의 값에 의하면 2~3개의 군집일 때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덴드로그램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Ward 연결법(Ward linka
ge)의 결과를 보면 맞벌이와 남성외벌이로 우선 분리되어 이 두 집단에서 번갈아가며 
분리되는 구조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표준적인 유형과 비표준적인 유형들이 고르게 분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군집규모의 편차도 최장연결법이나 평균연결법에 비해 크지 않게 
나타난다. 군집간 거리를 보여주는 덴드로그램으로는 군집간 거리가 커지기 전인 8개나 
11개 군집이 적절하다. 군집수에 따른 군집분할의 질을 보여주는 통계값들의 변화를 보
면 2~3개 소수의 군집이나 9~12개의 군집이 적절하다.

이상의 세 가지의 알고리즘 중에서 Ward 연결법을 사용한 방식으로 9개 군집을 선
택하기로 한다. 우선 Ward 연결법의 분리 구조는 가구노동시간의 패턴이 맞벌이와 남성
외벌이의 두 축에서 분리되는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론적 해석이 용이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후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군집 규모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장연결법의 결과와 Ward 연결법의 10개 이상의 군집은 소규모 군집이 포함되기 때문
에 선택하지 않았다.  

이어서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의 9개 유형의 결과와 이 값들을 초기값으
로 설정하는 분할방식인 ‘결합방식(adjusted PAM)64)’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세한 내
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표 4-2>의 비교 결과, 결합방식의 경우 표준형의 변형들
이 주로 나타나며, 교대형이나 단시간형과 같은 다양한 노동시간패턴들이 도출되지 않는
다. 분할의 질을 보여주는 통계값을 보면 결합방식은 CH값이 좋은 편이나 ASWw, PBC, 
HG, HC의 값은 위계방식이 더 좋다.

64) 위계분석의 결과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되 분할의 방법으로 k-medoid 방식을 사용한다(adjusted P
AM; adjusted Partitioning Around Medoids). k-medoid는 k-means보다 이상치에 덜 민감하기
에 Kaufman and Rousseeuw(1990)는 이를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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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과 이를 초기값으로 사용한 결합방식 중
에 위계방식의 결과를 선택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결합방식은 표준형 위주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보여주는 반면 위계방식은 교대형, 오후근무형 등 비교적 다양한 패턴들을 보
여주어 노동시간의 여러 유형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
다.   

구분 9개 유형의 분포 plot  분할의 질 평가지표

위계방식 -교대형, 오후근무형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도출됨

-ASWw, PBC, HG, HC의 
수치가 좋음

결합방식
-전형적인 유형의 분화가 주요하게 나타남 
;표준형의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남(표준형, 장시
간형, 초장시간형)

-CH는 결합방식이 다소 좋
은 편

<표 4-2>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과 결합방식의 군집분석 결과 비교  

2.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결과 

아래의 [그림 4-1]은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분석의 최종 유형으로 선정된 Ward 연결
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의 9개 유형을 나무그림(tree display)에 표시한 것이며, 그래프는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시간경과에 따른 남녀노동시간의 분포(distribution plots)를 보여
준다. 연두색은 ‘남녀가 함께 노동’하는 상태, 파랑색은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 빨간색
은 ‘여성만 노동’하는 상태, 회색은 ‘남녀 모두 노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단으
로 분류되기 전인 1단계 그림은 전체가구의 평균적인 노동시간패턴을 보여준다. 평균적
으로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시간대에 3~4시간, 오후시간대에 4~5시간동안 주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의 배분상태를 보면, 남성만 일하는 시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
음으로 남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높으며, 여성만 일하는 시간은 가장 적다. 2단계에서는 
남성외벌이와 맞벌이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된다. 남성외벌이 유형은 정오를 중심으로 대
칭되는 표준시간대 패턴과 소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무노동형, 오후근무형, 여성외벌이
형, 교대형의 유형들이 파생되어 나타난다. 맞벌이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표준시간대 노
동패턴을 보이지만, 남녀의 배분상태와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세분화 되는 것이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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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최종 선정된 9개의 가구노동시간유형 -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 군집분석의 나무그림(tre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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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표 4-3>과 <표 4-4>는 9개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의 빈도, 전체 노동시간양, 
비표준시간대 노동시간 및 부부일치 노동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 남
녀의 노동시간양과 노동시간배치의 주요한 특성들을 살펴보고 이를 드러내는 이름을 붙
여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의 주체와 노동유무에 따라 맞벌이와 외벌이, 무노동
과 노동의 상태를 고려하고, 노동의 시간양, 시간배치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다. 시간양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노동시간양의 많고 적음’, 시간배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표준시간대와 비표준시간대의 비중’에 따라 이름을 붙일 것이다. 노동시간
양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의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는 장시간노동65), 7.2시간 
미만인 경우는 단시간노동66)으로 분류하며, 단시간노동의 절반인 3.6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양은 무노동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동시간양의 표준시간은 7.
2시간이상 10시간미만이다. 노동시간배치의 경우 표준시간대는 07:00~20:00로 측정하
며, 이외의 시간대는 비표준시간대로 분류한다67). 특히 노동시간배치의 경우 시간대뿐 
아니라 부부노동시간의 일치율을 고려하여 명명하기로 한다. 이처럼 시간양과 시간배치, 
부부노동시간 일치율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표준보다는 비표준, 일치
보다는 불일치와 같이 특수성이 드러나는 특질 위주로 이름붙일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
별 명명의 기준과 고려사항은 다음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65) 장시간노동의 국제적인 기준은 주8시간 초과근로이며,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한계는 주
12시간이다(배규식, 2012: 139). 본문에서는 국제적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계의 중간값인 
주10시간을 장시간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하므로 주10시간을 일
일단위로 환산하면 일일 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장시간노동의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일 법
정노동시간인 8시간(주5일 40시간을 일단위로 환산한 값)보다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즉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장시간노동으로 정의한다. 

66) 통계청 등 조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시간노동자를 ‘평소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
자'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주36시간 ÷ 5일 =일일 7.2시간) ’일일 7.2시간 
미만‘을 단시간노동으로 정의하였다.  

67) 시간배치의 표준시간대와 비표준시간대의 구분기준은 통상적인 표준시간대인 09:00~18:00에서 출
퇴근 및 일관련 이동시간을 고려한 것이다(본 분석의 노동시간은 출퇴근 및 일관련이동시간을 포함
한다). 참고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20세 이상 취업자의 평일 출퇴근 및 일관련 이동의 평균시간
양은 1시간 23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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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노동시간 유형 빈도(%) 전체 노동시간양 
부부합산 남성 여성

1 유형 886 (28.3%) 17.0 (2.8) 9.3 (1.8) 7.8 (1.9)
2 유형 191 (6.1%) 20.4 (3.0) 10.2 (1.9) 10.2 (1.7)
3 유형 244 (7.8%) 18.1 (3.4) 10.7 (2.5) 7.4 (1.9)
4 유형 108 (3.4%) 14.9 (2.5) 9.1 (1.9) 5.8 (1.9)
5 유형 61 (1.9%) 13.4 (5.3) 9.1 (2.8) 4.3 (4.4)
6 유형 1,057 (33.7%) 10.1 (1.9) 10.0 (1.7) 0.1 (0.9)
7 유형 138 (4.4%) 10.7 (3.6) 9.4 (2.1) 1.3 (3.1)
8 유형 84 (2.7%) 9.3 (2.1) 0.4 (1.0) 8.9 (1.7)
9 유형 361 (11.5%) 4.0 (3.7) 3.1 (3.2) 1.0 (2.0)
전체 3,131 (100%) 12.9 (5.5) 8.7 (3.3) 4.1 (4.2)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표 4-3>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빈도와 전체 노동시간양 
(단위: 시간)

가구노동시간 유형 부부일치노동시간 비표준시간대 노동시간양
부부합산 남성 여성 

1 유형 6.1 (1.9) 0.6 (1.0) 0.4 (0.8) 0.2 (0.4)
2 유형 7.4 (2.0) 3.1 (1.8) 1.3 (1.3) 1.8 (1.0)
3 유형 5.1 (2.1) 2.9 (1.4) 2.6 (1.2) 0.2 (0.6)
4 유형 3.3 (1.2) 1.6 (1.4) 0.4 (0.7) 1.1 (1.3)
5 유형 0.9 (1.6) 7.4 (2.7) 6.8 (2.2) 0.6 (1.6)
6 유형 0.1 (0.3) 0.7 (1.2) 0.7 (1.0) 0.1 (0.6)
7 유형 0.9 (2.3) 4.2 (3.2) 3.4 (1.8) 0.8 (1.9)
8 유형 0.2 (0.6) 0.5 (0.8) 0.1 (0.4) 0.4 (0.6)
9 유형 0.3 (1.0) 0.5 (1.1) 0.4 (0.8) 0.2 (0.7)
전체 2.8 (3.2) 1.3 (1.9) 1.0 (1.5) 0.3 (0.9)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비표준시간대는 07:00~20:00를 제외한 시간으로 측정함.

<표 4-4>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부부일치노동시간과 비표준시간대 노동시간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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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유형은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1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유형들로써 남녀 각각의 평
균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으로 나타나 ‘맞벌이형(D: dual earner)’으로 분류된다. 이중 
1유형은 28.3%를 차지하며, 남녀의 평균노동시간이 각각 9.3시간, 7.8시간으로, 남녀가 
모두 10시간미만의 표준적인 노동시간양을 갖는다. 또한 대부분 표준시간대에 일을 하기
에 ‘D1.남녀표준형’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2유형은 6.1%의 비중을 보이며 부부합산 노
동시간이 20시간을 넘어선다. 남녀 모두 10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비표준시간대의 
노동시간양도 남녀 각각 1.3시간, 1.8시간에 달한다. 2유형의 중요한 특성은 남녀 모두 
10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노동이기에 ‘D2.남녀장시간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3유형은 7.
8%를 차지하며,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18.1시간으로 남성은 1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하지만 여성은 7.4시간으로 표준적인 노동시간양을 갖는다. 남성의 경우 비표준시간대의 
노동시간이 2.6시간으로 제법 길지만 여성은 0.2시간에 불과하다. 3유형은 남녀의 시간
양에 따라 ‘D3.남성장시간형·여성표준형’으로 명명하였다. 4유형은 3.4%를 차지하며, 부
부합산 노동시간은 14.9시간이다. 이중 남성은 9.4시간의 표준 시간양 노동을 하지만 여
성은 5.8시간의 단시간노동자이다. 여성이 1시간 정도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하지만 남녀 
모두 비표준시간대 노동시간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간양에 초
점을 맞춰 ‘D4.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으로 명명하였다. 5유형은 1.9%로 9개 유형중 비
중이 가장 적다. 남녀의 평균노동시간이 각각 9.1시간, 4.3시간으로 남성이 표준시간의 
노동양을 보이는데 비해 여성은 단시간 노동을 한다. 그러나 5유형의 가장 큰 특성은 노
동시간대이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대부분 비표준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표
준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남녀가 ‘교대’로 일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부부일치노동
시간은 0.9시간에 불과하다. 부부의 특수한 노동패턴이 드러나도록 5유형은 ‘D5.남녀교
대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6~7유형은 부부합산노동시간이 10시간정도이며 대부분 남성노동으로 채워져 있기에 
‘남성외벌이형(M: male earner)’으로 분류가능하다. 우선 6유형은 전체 중 33.7%를 차
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6유형의 외벌이 남성은 장시간인 10시간을 노동하지
만 대부분 표준시간대에 일한다. 이에 따라 6유형은 남성의 장시간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M1.남성장시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7유형 역시 남성외벌이 가구로 남성의 노동시간은 
9.4시간으로 평균이지만, 남성의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3.4시간으로 길다. 특히 [그림 4-
1], [그림 4-3]의 분포 plot을 보면 남성의 노동시간이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7유형은 남성의 노동시간대에 초점을 맞추어 ‘M2.남성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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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8유형은 9.3시간의 부부합산노동시간 중 여성의 노동시간이 8.9시간으로 여성이 주

로 일하는 ‘여성외벌이형(F: female earner)’이다. 외벌이 여성들은 표준시간대에 주로 
일하며, 전체 중 2.7%을 차지하여 D5.남녀교대형 다음으로 비중이 낮다. 마지막 9유형
은 11.5%를 차지하며 부부합산노동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며 남녀 개인의 노동시간이 3.
6시간이 안 된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매우 적기에 '무노동형(N: non labo
r)'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9개의 가구노동시간 유형은 1~8유형의 ‘노동형(L: labor)’과 9유형의 ‘N.
무노동형’으로 분류되며, 노동형은 ‘D.맞벌이형’, ‘M.남성외벌이형’, ‘F.여성외벌이형’으
로 구분가능하다. 다시 맞벌이형은 D1부터 D5까지의 5개 유형으로, 남성외벌이형은 M
1, M2의 2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상의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을 구분한 그림은 아래
의 [그림 4-2]과 같다. [그림 4-3]은 앞서 [그림 4-1]의 나무그림으로도 제시한 가구노동
시간의 분포 plot을 확대한 것으로 이름을 붙여 분류한 것이다. 

[그림 4-2] 가구노동시간 유형의 구분



- 84 -

[그림 4-3] 유형별 가구노동시간의 분포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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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설명요인 분석 

1) 기술분석 

지금까지 위계방식의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9개 유형에 노동시간의 주요특성을 드
러내는 이름을 붙여 보았다. 여기서는 설명요인 분석을 통해 유형별 가구특성을 살펴보
기로 한다.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설명요인 분석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첫 번
째 단계는 기술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탐색
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노동시간의 설명요인을 확증적(confirmative)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분
석에 포함될 변수들은 가구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합리이론과 젠더이론을 반영하며 선
행연구를 통해 설명의 유의미성이 확인된 변수들이다. 우선 <표 4-5>는 기술분석의 결
과이다.

 

구분
(D)맞벌이형 (M)남성외벌이 (F)

여성외
(N)

무노동
(L)

노동형 전체
D1 D2 D3 D4 D5  계 M1 M2 계

남성연령 45.9 46.6 44.1 45.6 43.3 45.5 43.1 42.4 43.1 50.3 47.6 44.6 45

여성연령 43.1 43.8 41.4 43.2 41.1 42.9 40.4 39.8 40.3 47.4 45.1 41.9 42.3

남성
학력

대졸미만 65.3 66.6 54 58.7 82.9 63.8 55.8 59.9 56.3 75.1 69.8 60.9 62
대졸이상 34.7 33.4 46 41.3 17.1 36.2 44.2 40.1 43.7 24.9 30.2 39.1 38

여성
학력

대졸미만 73.2 76.6 65.4 72.4 83.6 72.7 70.3 74.3 70.8 88 81.2 72.3 73.4
대졸이상 26.8 23.4 34.6 27.6 16.4 27.3 29.7 25.7 29.2 12 18.8 27.7 26.6

가족
생애
주기

신혼기 7.5 9.4 5.8 6.7 3.9 7.3 5.5 7.1 5.6 5.9 4.4 6.5 6.3
가족성립기 16.5 10.3 25.6 19.2 30.8 18 38 40.3 38.2 4.8 21.2 26.3 25.7

초기정착시기 18 14.4 22.7 13 13.8 17.8 17.8 13.2 17.2 15.4 12.2 17.5 16.9
후기정착시기 27.9 29.6 24 29.1 26.3 27.5 18.2 22.1 18.6 24.6 15.8 23.6 22.7
자녀성인기 15.9 20.1 14. 7 16.6 11.7 16.1 12.5 8.4 12 24.5 21.4 14.6 15.4
자녀독립기

 및 무자녀부부 14.1 16.2 7.3 15.3 13.5 13.3 8.1 8.9 8.2 24.8 25 11.5 13

미성년자녀수 1 0.9 1.3 1 1.3 1.1 1.3 1.3 1.3 0.7 0.8 1.1 1.1

<표 4-5>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가구 특성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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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맞벌이형 (M)남성외벌이 (F)

여성외
(N)

무노동
(L)

노동형 전체
D1 D2 D3 D4 D5  계 M1 M2 계

부부외성인가구수 0.4 0.5 0.4 0.4 0.3 0.4 0.3 0.2 0.3 0.4 0.4 0.4 0.4

남성의 진보적성역할태도 2.65 2.64 2.67 2.51 2.67 2.64 2.42 2.89 2.43 2.77 2.44 2.56 2.54

여성의 진보적성역할태도 3.12 3.01 3.13 3.02 3.08 3.1 2.86 2.51 2.86 2.89 2.84 2.99 2.97

남성
직업

생산직 40.6 36 32.4 40.3 62.5 39.5 30.4 29.9 30.3 30.7 36.4 35.3 35.4
서비스/판매 16 31.1 28.4 12.8 23.2 20.1 13.9 30.8 15.9 0 13.9 17.6 17.2
사무/전문/관리 43.1 32.8 39.2 46.8 14.3 40.2 55.7 39.2 53.8 10 26.1 45.1 42.9
무응답·없음 0.3 0 0 0 0 0.2 0 0 0 59.3 23.5 1.9 4.4

남성
종사
상지
위

임금근로자 70.9 59.5 60.6 67.8 77.4 67.8 77.3 55.6 74.8 24.2 43.3 69.5 66.5
비임금근로자 28.8 40.5 39.4 32.2 22.6 32 22.7 44.4 25.2 17.4 34.8 28.6 29.3
무응답·없음 0.3 0 0 0 0 0.2 0 0 0 58.4 21.9 1.9 4.2

여성
직업

생산직 23.8 17.3 18.6 20.1 15.6 21.5 3.7 1.7 3.5 30.8 13.9 14 14
서비스/판매 25.2 53.9 23.1 23.3 20.7 28.2 3.9 16.4 5.3 37.1 13.8 18.6 18
사무/전문/관리 50.7 28.4 57.8 55.6 16.9 48 3.9 8.8 4.5 32 7.4 28.7 26.3
무응답·없음 0.3 0.4 0.4 0.9 46.8 2.3 88.5 73 86.7 0 64.9 38.7 41.7

여성
종사
상지
위

임금근로자 76.6 54.2 78.1 68.7 53.1 72.5 9.5 16.3 10.3 83 22.5 45.9 43.2
비임금근로자 23.2 45.4 21.4 30.4 3.4 25.5 3.8 14.5 5.1 17 15 16.4 16.2

무응답·없음 0.2 0.4 0.4 0.9 43.4 2.1 86.7 69.2 84.7 0 62.6 37.7 40.5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6 1.8 1.6 3.2 8.4 2.6 6 8.5 6.3 25.8 20.5 4.9 6.7

200-300만원미만 11.1 10 11.4 10.7 19.2 11.3 21.6 22.8 21.7 21.2 19.4 16.1 16.5

300-400만원미만 19.1 25.2 22.9 28.2 38.5 22 23.3 26.4 23.7 19.8 18.5 22.6 22.2

400-500만원미만 20.7 25.6 18 30.5 12.2 21.2 18.2 14.8 17.8 18.2 17 19.7 19.4

500-600만원미만 17.8 14.7 18.3 13.8 7.3 16.8 12.6 7.9 12.1 9.3 10 14.5 14

600-700만원미만 10.2 6.4 15.1 7.1 12.7 10.4 6.1 7.7 6.3 4.4 7.3 8.4 8.3

700만원이상 18.5 16.2 12.6 6.6 1.7 15.7 12.2 11.9 12.2 1.2 7.3 13.7 13

주택
유형

자가 67.2 53.4 62.5 63.5 49.1 63.6 61.4 62.2 61.5 48.2 65.3 62.2 62.6
자가아님 32.8 46.6 37.5 36.5 50.9 36.4 38.6 37.8 38.5 51.8 34.7 37.8 37.4

지역
동부 13.4 13.3 11.5 13.8 5.6 12.8 11.4 4.6 10.6 20.3 18.6 12.1 12.8

읍면부 86.6 86.7 88.5 86.2 94.4 87.2 88.6 95.4 89.4 79.7 81.4 87.9 87.2
N 886 191 244 108 61 1,490 1,057 138 1,195 84 361 2,770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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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남녀의 평균연령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녀의 평균연령은 각각 45세, 42.3
세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M.남성외벌이형이 가장 낮고 D.맞벌이형, N.무노동
형, F.여성외벌이형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노동형이나 여성외벌이와 같이 노동시장
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유형들이 주로 고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도 확인된다. 특히 여성
외벌이형은 남성의 평균연령이 50세가 넘으며, 여성의 평균연령 역시 47.4세로 9개 유
형 중 가장 높다. 또한 비표준시간대 노동비중이 높은 유형인 M2.남성오후근무형이나 D
5.남녀교대형은 평균연령이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신체적 무리가 덜하며 상대적으로 노
동시장지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젊은 세대가 선호되지 않는 비표준시간대에 대거 
포함되어 있음을 추측케 한다. 

이어서 유형별 교육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그림 4-4]는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남성기준) 가구노동시간유형들을 나열한 그림이다. 우선 노동형 전체에 비
해 무노동형의 교육수준이 낮고, 큰 집단끼리 비교해보면 M.남성외벌이→ D.맞벌이형→ 
N.무노동형→ F.여성외벌이형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
면 세부유형 간 교육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맞벌이 부부만 해도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
형이 4년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반면, D2.남녀장
시간형과 D5.남녀교대형은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D2유형의 열악성은 부부 
모두의 장시간노동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의 선호물이기 보다는 가족자원의 부족에
서 오는 강제된 장시간노동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이후의 작업을 통
해 부부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이들 가구의 필수적인 생활시간들이 침해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D5유형 역시 이들 집단의 낮은 인적자원이 야간노동과 
부부교차라는 선호되지 않은 노동시간대를 선택하였음을 가늠하게 해준다. 또한 남성외
벌이 유형들은 M2.남성오후근무형이 M1유형보다 보다 고학력비중이 낮게 나타나 인적
자원에 따라 노동의 시간대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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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대졸이상자 비중(%)

다음으로는 ‘가족생애주기’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5]는 가족생애주기의 단
계인 ‘신혼기→가족성립기→초기정착시기→후기정착시기→자녀성인기→자녀독립기 및 무
자녀부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을 위에서부터 배치한 그림이다. 우선 남녀 
모두 전일제 노동패턴을 보이는 D1, D2유형은 신혼기의 비중이 7.5%, 9.4%로  다른 유
형들에 비해 높으며, 막내자녀가 중고생자녀인 후기정착시기에 놓인 가구도 각각 27.
9%, 29.6%로 30% 가까이 되어 꽤 높게 나타난다. 가족책임이 덜한 무자녀신혼기의 부
부나 양육부담이 덜한 청소년 자녀를 둔 장년의 부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성립기에 놓인 부부의 비중은 단연, 남성외벌이형
에서 높게 나타나, M1, M2유형의 약40%는 이 시기에 해당된다. 남성이 야간근무를 하
는 남녀교대형 패턴을 가진 D5유형도 가족성립기의 비중이 30%이상으로 꽤 높다. 한편, 
D3유형은 가족생애주기상으로 초기정착시기, 즉 막내자녀가 초등생인 초기정착시기 가
구의 비중이 9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미취학자녀를 둔 가족성립기 가구도 평균정도
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D3유형은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남녀가 기본적으로 
전일제노동을 하는 유형으로 이후의 분석에서 어떤 방식으로 남녀 간 생활시간을 배분
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단시간 노동하는 맞벌이가구인 D4유형은 후기정
착시기, 즉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이 D1, D2유형과 비슷하게 3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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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높게 나타난다. 자녀양육기를 마친 여성들이 단시간, 오후시간 노동으로 노동시장
에 복귀한 가구가 D4유형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F.여성외벌이형과 N.무노
동형은 자녀성인기나 독립기 또는 무자녀가구의 비중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림 4-5]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가족생애주기 분포(%)

이어서 가족책임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인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녀
수’를 살펴보았다. <표 4-5>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외벌이가구가 맞벌이에 비해 미성
년자녀수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여성외벌이형과 무노동형은 미성년자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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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 유형에 자녀양육과 가족책임의 부담이 덜한 가구가 상당수 포
함되어 있음이 재차 확인된다. 하지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D3유
형과 남성이 야간에 일하는 D5유형의 경우 미성년자녀수가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D1, 
D4유형이 평균1명, 부부가 모두 장시간노동하는 D2유형은 1명 미만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가족책임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부부외성인가족수’는 전체가구 평균이 0.
4명이며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남성외벌이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소 적으며 맞벌이 중에서 D2.남녀장시간형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남녀의 성역할태도’에 관해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1~4점)하여 남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남녀전체를 비교해보면 평균점수가 남
녀 각각 2.54점, 2.97점으로 나타나 여성이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유형끼리 살펴보면 남녀 모두 남성외벌이보다는 맞벌이형에서 진보적 성
역할태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성역할태도가 관련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F.여성외벌이형이다. 남성-일, 여
성-가사에서 벗어난 노동패턴과 전통적이지 않은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관련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외벌이 유형의 여성점수는 평균점수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
성의 경우는 D1, D3유형처럼 남녀 전일제 노동형에서 진보적 성역할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노동시장특성을 남녀 각각의 ‘직업’과 ‘종사상지위’로 살펴보았다. 남성의 직업을 보
면 전반적으로 외벌이남성이 맞벌이남성에 비해 사무·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일하는 시간대과 시간양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남성외벌이 내에서는 표준시간대에 일하는 M1유형이 오후시간대에 노동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M2유형보다 사무·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더 높다. 특히 맞벌이의 D2.남녀장시간형
과 D5.남녀교대형은 다른 유형들과는 확연히 다른 직업적 특성을 보인다. 부부가 모두 
장시간 노동하는 D2유형은 남녀 모두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9개의 유형 중에서 가장 
높으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도 남녀모두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D2유형 남성과 
비슷한 노동시장 특성을 보이는 외벌이남성은 M2유형이다. M2유형 남성 역시 D2유형 
남성과 비슷하게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남성이 야간근무의 패턴을 
보이는 D5의 경우 남성의 생산직 비중이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야간노동의 상
당부문이 생산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한편 F.여
성외벌이형은 모든 유형 중에서 여성의 생산직 비중이 30% 이상으로 모든 유형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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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높다68). 
다음으로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조사년도 전해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맞벌이가구가 남성외벌이가구보다 소득이 높게 나타나
지만, 맞벌이 내에서도 D5.남녀교대형은 예외적으로 낮다. F.여성외벌이형과 N.무노동형 
역시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 이 집단의 취약성을 보
여준다. 반면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집단은 맞벌이형의 ‘D1.남녀표
준형→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D2.남녀장시간형’으로 나타나 대체로 노동시간이 긴 
맞벌이유형들이 가구소득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다
른 변수로 ‘주택유형’을 자가와 자가가 아닌 가구로 구분해보았다. 전체평균을 보면 자
가의 비중이 62.6%로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더 높다. 전반적으로는 맞벌이가구가 남성
외벌이가구보다 자가 비중이 다소 높지만 맞벌이 내에서도 D2유형과 D5유형은 남성외
벌이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자가 비중이 가장 낮은 유형은 ‘D5.남녀교대형→F.여성
외벌이형→D2.남녀장시간형’이다. 특히 바로 앞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 
무노동형의 자가비중은 65.3%로 평균을 상회할 만큼 높다. 무노동형에 소득은 적으나 
자산비중은 높은 가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을 살펴보았다.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동부가 87.2%로 읍·면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큰 집단끼리 비교해보면 맞벌
이형의 읍·면부 비중이 남성외벌이보다 높다. 여성외벌이형과 무노동형의 읍·면부 비중은 
약2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 비(非)도심지역이 무노동상태의 남성비중이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은 D5.남녀교대형과 M2.남성오후근무형의 동부 비
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두 유형은 비표준시간대 노동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 두 유형이 도심지역의 24시간경제를 이끄는 노동집단임을 추측케 한다.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어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가구특성의 설명요인을 확
증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표 4-6>은 이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68) 직업과 종사상지위 역시 다른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전(全)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
다. 따라서 무노동형, 외벌이가구의 경우 ‘무응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D5.남
녀교대형의 경우도 무노동상태의 여성이 많아 ‘무응답·없음’에 응답한 여성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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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 전체
(ref.L.노동형)

[2] 노동형
(ref.M.남성외벌이)

[3] 남성외벌이
(ref.M1.남성장시간형)

[4] 맞벌이
(ref.D1.남녀표준형) 

N.무노동형
Exp(b)

D.맞벌이
Exp(b)

F.여성외벌이
Exp(b)

M2.남성오후근무형
Exp(b)

D2.남녀장시간형
Exp(b)

D3.남성장시간·
여성표준형
Exp(b)

D4.남성표준·
여성단시간형

Exp(b)
D5.남녀교대형

Exp(b)

연령
남성연령 1.007

(0.0221)
0.992

(0.0170)
1.071

(0.0550)
0.986

(0.0340)
0.983

(0.0323)
0.990

(0.0285)
0.965

(0.0385)
0.905

(0.0557)
여성연령 1.046**

(0.0242)
1.016

(0.0178)
1.077

(0.0549)
0.997

(0.0364)
1.002

(0.0386)
0.972

(0.0301)
1.019

(0.0421)
1.068

(0.0803)

교육
수준

남성대졸이상(ref.대졸미만) 1.136
(0.196)

0.552***
(0.0659)

0.910
(0.374)

1.062
(0.306)

1.241
(0.319)

1.809**
(0.420)

1.934**
(0.621)

0.919
(0.618)

여성대졸이상(ref.대졸미만) 0.987
(0.191)

0.976
(0.127)

0.733
(0.332)

0.802
(0.238)

1.165
(0.293)

1.203
(0.286)

0.849
(0.256)

0.615
(0.469)

가족
생애
주기

가족성립기(ref.신혼기) 0.914
(0.385)

0.376***
(0.102)

0.0887**
(0.0889)

0.587
(0.336)

0.606
(0.383)

1.393
(0.667)

1.486
(1.024)

0.775
(0.734)

초기정착시기(ref.신혼기) 0.617
(0.282)

0.808
(0.249)

0.296
(0.341)

0.412
(0.276)

0.747
(0.556)

1.333
(0.709)

0.922
(0.695)

0.704
(0.845)

후기정착시기(ref.신혼기) 0.515
(0.239)

1.013
(0.326)

0.237
(0.250)

0.739
(0.478)

0.962
(0.685)

1.280
(0.710)

1.694
(1.304)

1.564
(1.646)

자녀성인기(ref.신혼기) 1.320
(0.661)

0.733
(0.281)

0.330
(0.327)

0.806
(0.676)

1.001
(0.802)

2.360
(1.498)

3.053
(2.897)

4.945
(8.422)

무자녀부부(ref.신혼기) 0.889
(0.406)

1.255
(0.444)

0.194
(0.204)

1.057
(0.865)

0.996
(0.801)

1.498
(0.875)

1.571
(1.322)

2.082
(2.592)

가족
책임

미성년자녀수 1.024
(0.148)

0.961
(0.0917)

1.053
(0.420)

1.265
(0.231)

0.966
(0.245)

1.362*
(0.240)

1.054
(0.230)

1.223
(0.503)

부부외성인가족수 0.767
(0.147)

1.024
(0.115)

0.781
(0.282)

0.814
(0.217)

1.066
(0.224)

1.201
(0.212)

0.895
(0.218)

1.006
(0.684)

<표 4-6>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설명요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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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 전체
(ref.L.노동형)

[2] 노동형
(ref.M.남성외벌이)

[3] 남성외벌이
(ref.M1.남성장시간형)

[4] 맞벌이
(ref.D1.남녀표준형) 

N.무노동형
Exp(b)

D.맞벌이
Exp(b)

F.여성외벌이
Exp(b)

M2.남성오후근무형
Exp(b)

D2.남녀장시간형
Exp(b)

D3.남성장시간·
여성표준형
Exp(b)

D4.남성표준·
여성단시간형

Exp(b)
D5.남녀교대형

Exp(b)

성역할
태도

남성의 진보적 성역할태도 0.910
(0.0770)

1.355***
(0.0866)

1.946***
(0.347)

1.191
(0.173)

1.073
(0.144)

0.992
(0.112)

0.799*
(0.107)

1.659*
(0.447)

여성의 진보적 성역할태도 0.931
(0.0753)

1.446***
(0.0875)

1.200
(0.238)

1.010
(0.132)

0.942
(0.124)

0.956
(0.104)

0.892
(0.120)

1.386
(0.394)

남성의
노동
시장
특성

생산직(ref.사무전문관리) 1.467
(0.440)

0.988
(0.248)

1.107
(0.278)

0.867
(0.249)

5.902*
(5.438)

서비스·판매(ref.사무전문관리) 2.343***
(0.642)

1.527
(0.409)

1.766**
(0.449)

0.606
(0.245)

4.213
(4.519)

비임금근로(ref.임금근로) 2.487***
(0.577)

0.975
(0.234)

1.965***
(0.391)

1.131
(0.355)

0.750
(0.496)

여성의
노동
시장
특성

생산직(ref.사무전문관리) 1.392
(0.401)

0.938
(0.263)

0.598
(0.193)

0.810
(0.523)

서비스·판매(ref.사무전문관리) 3.023***
(0.706)

0.862
(0.214)

0.645
(0.219)

1.694
(0.958)

비임금근로(ref.임금근로) 2.050***
(0.475)

0.765
(0.165)

1.497
(0.460)

0.197*
(0.180)

가구
경제

(통제)

가구소득(1~8점) 0.762***
(0.0364)

1.273***
(0.0427)

0.696***
(0.0748)

0.995
(0.0770)

0.975
(0.0690)

0.886**
(0.0542)

0.719***
(0.0532)

0.699**
(0.118)

자가(ref.자가아님) 1.102
(0.157)

0.923
(0.0970)

0.511**
(0.145)

1.189
(0.270)

0.573**
(0.126)

0.944
(0.176)

0.883
(0.235)

0.397**
(0.165)

지역
(통제) 읍면부(ref.동부) 1.294

(0.207)
1.303*
(0.182)

1.845*
(0.605)

0.291***
(0.118)

0.969
(0.270)

0.905
(0.233)

1.071
(0.347)

0.196*
(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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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1] 전체
(ref.L.노동형)

[2] 노동형
(ref.M.남성외벌이)

[3] 남성외벌이
(ref.M1.남성장시간형)

[4] 맞벌이
(ref.D1.남녀표준형) 

N.무노동형
Exp(b)

D.맞벌이
Exp(b)

F.여성외벌이
Exp(b)

M2.남성오후근무형
Exp(b)

D2.남녀장시간형
Exp(b)

D3.남성장시간·
여성표준형
Exp(b)

D4.남성표준·
여성단시간형

Exp(b)
D5.남녀교대형

Exp(b)

절편 0.0840***
(0.0620)

0.0772***
(0.0423)

0.000342***
(0.000609)

0.117*
(0.137)

0.315
(0.381)

0.861
(0.860)

2.603
(3.261)

0.0351*
(0.0696)

-2LL  -966632.26 -1833735.1 -367188.83  -1418936.6 
 chi2 112.56***  325.61***  54.65***  308.46***

Pseudo R2   0.0688  0.1100 0.0749  0.0812
N   3,131  2,742   1,160 1,462

주 1) *** p<0.01, ** p<0.05, * p<0.1
   2) 표에 제시된 값은 Exp(b)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95 -

<표 4-6>은 왼쪽부터 분석대상 전체, 노동형들 간의 분석, 남성외벌이들 간의 분석, 
맞벌이들 간의 분석을 나타낸다. 가장 먼저, ‘분석대상 전체’를 L.노동형과 N.무노동형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을 살펴보자. 여기서의 노동형은 남성외벌이형 2개 유형, 맞벌이
형 5개 유형, 그리고 여성외벌이형의 총8개 유형을 합한 것으로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
다. 분석 결과, 무노동형은 노동형에 비해 여성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앞서 기술분석을 통해 9개 유형의 남녀평균연령을 비교했을 때에도 무노동형
은 여성외벌이형과 함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꼽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 전체가 20~50대의 주 연령대이지만 그 중에서도 고연령층이 무노동형의 시간
표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제변수로 설정된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형에 비해 무노동형의 시
간표를 가질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때의 가구소득은 지난년도 모든 가구원의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월평균값을 1~8점으로 연속변수화하여 투입
한 것이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노동여부의 강한 연관성은 소득전체에서 근로소득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두 번째로는 ‘노동형’ 내 큰 집단 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노동형을 D.맞벌이, 
M.남성외벌이, F.여성외벌이로 구분하고, 기준집단으로는 M.남성외벌이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연령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일 때 남성외벌이에 비해 맞벌이일 가능성이 절반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불릴 만큼(김수정, 2015: 151; 김영순, 2010: 282), 
한국사회에서 남성외벌이는 상위계층 가구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 버렸다. 따
라서 4년제 대졸 이상의 인적자본이 높은 남성이라면 맞벌이 선택의 압박이 덜할 것이
다. 동일한 논리로 이것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맞벌이로의 전환을 이끄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남성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김수정, 2015; 최선영·장경섭, 
2012)과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족생애주기 상으로 무자녀인 신혼기에 비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성립기의 
가구가 남성외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은 37.6%로 낮아지며, 여성외벌이 가구
일 가능성은 8%로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자녀발달단계에 따른 가족주기가 남녀
의 노동시장참여여부와 큰 연관성이 있다는 알 수 있다(Moen, 2003). 특히 막내자녀가 
미취학자녀 시기인 가족성립기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유독 심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정성미, 201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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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더불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신혼기를 기준변
수로 했을 때, 막내자녀가 미취학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시기(초기정착시기)나 
성인기에 놓인 부부가 맞벌이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막내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후기
정착시기) 맞벌이의 가능성은 남성외벌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역시 
한국사회 맞벌이 가구 증가를 이끄는 집단이 중고등학생자녀의 교육비 등 생활비 부족
분을 메우려는 자녀양육시기를 거친 여성들이라는 최근 연구들의 논의(김수정, 2015; 최
선영·장경섭, 2012)를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남녀의 성역할태도도 노동형 내의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특성인 것으
로 나타난다. 우선 남녀 모두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성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역할태도의 1점 증가에 따른 맞
벌이의 소속가능성이 1.4배, 남성이 1.3배로 여성이 조금 높은 수준이나 별 차이는 없
다. 또한 남성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1점 증가함에 따라 남성외벌이 가구보다는 여성
외벌이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
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일’, ‘여성-가사’
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거부가 남녀 동등한 시간표(맞벌이)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역전되는 시간표(여성외벌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은 
높지만 여성외벌이 가구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주택유형 변수도 전·월세 등 비(非)자가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가인 경우 남성외벌
이에 비해 여성외벌이 가구일 가능성은 절반정도로 낮다. 이것은 여성외벌이 가구의 경
제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읍·면부보다는 동부인 경우 남성외
벌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1.3배, 여성외벌이 가구일 가능성은 1.8배로 높게 
나타났다. 추측하건데 비도심지역은 농림어업 종사가구가 많고 이러한 1차 산업의 특성
상 가족종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간이 길고 결과적으로는 맞벌이, 여성외
벌이 유형의 시간표가 빈번하게 관찰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세 번째의 분석모델은 ‘남성외벌이’ 유형 간의 분석이다. 남성외벌이는 M1.남성장시
간형과 M2.남성오후근무형의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남성장시간형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 분석모델에는 남성의 직업, 종사상지위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다
른 변수들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직업과 종사상지위는 이 두 유형
을 가르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사무·전문·관리직을 기준으로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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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서비스·판매직이면 남성장시간형보다 남성오후근무형일 가능성이 2.3배로 커지며, 종
사상지위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남성오후근무형일 가능성이 남성장
시간형의 2.5배로 높게 나타난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지역변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경우 남성장시간형보다 남성오후근무형일 가능성을 29%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非)도심지역일수록 ‘24시간 사회’의 특성이 덜 나타나기 때
문에 저녁이후의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덜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직업과 종사상지위 등의 노동시장 특성은 노동시간배치를 가르는 중요한 설
명요인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분석한 Presser(2003)의 연구와 벨
기에와 프랑스의 노동시간유형을 분석한 연구들(Glorieux et al., 2008;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Minnen et al., 2015)은 사무·전문·관리직의 노동시간은 주로 표
준시간대에 배치되며, 서비스·판매직, 생산·기능직의 경우 비표준시간대 노동 비중이 높
은데 세부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비스·판매직은 오후나 밤근
무의 비중이 높으며, 생산직은 교대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
은 본 분석의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네 번째의 모델은 ‘맞벌이’ 유형 간의 분석이다. 맞벌이 유형은 D1.남녀표준형, D2.
남녀장시간형,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 D4.남성표준·여성단시간, D5.남녀교대형의 다
섯 가지로 구분되며, 기준집단으로는 D1.남녀표준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연령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남성이 대졸미만인 가
구에 비해 남성이 대졸이상일 경우 남녀표준형보다 D3유형과 D4유형일 가능성이 각각 
1.8배, 1.9배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은 공통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긴 유형들이다. 이른바 ‘1.5인 생계부양자 모델’, ‘개량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이라 불리는 유형들로 남성외벌이 가구가 갖는 특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앞
의 두 번째 분석모델에서 남성고학력은 맞벌이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
다. 다시 말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지만 부부전체 노동시간 중 남성노동의 비중이 커서 
남성외벌이의 속성을 가지는 D3유형과 D4유형에서도, 남성고학력의 특성이 유의미하게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책임변수의 경우 미성년자녀수가 1명 증가함에 따라 D1유형에 비해 D3유형일 
가능성을 1.3배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돌봐주어야 할 미성년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남녀가 비슷하게 일하기보단 유독 남성이 장시간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젠더 이론에 따르면 남성성은 경제적 책임자로 발현되기 때문에 자녀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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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가족책임이 커져 남성의 노동강도는 높아진다(Eggebeen and Knoester, 2001; 
Kaufman and Uhlenberg, 2000). D3유형에서 보이는 남성의 장시간노동도 가족책임
이 커진 남성들이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한 남성의 역할, 즉 생계부양의 역할수행을 강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젠더이론의 변수 중 하나인 성역할 태도도 맞벌이부부의 시간표를 가르는 유의
미한 요인이다. 특히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결과를 보면 남성이 진
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D1유형에 비해 D4유형의 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일 가능
성이 낮아지며, D5유형의 남녀교대형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은 1.6배로 높아진다. D4
유형은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지만 여성이 단시간노동하는 ‘1.5인 생계부양자’ 유형으로 
맞벌이 중에서도 남성외벌이의 노동패턴과 유사성을 가지는 집단이다. 남녀모두 비슷하
게 일하는 표준형에 비해서 ‘남성-일’, ‘여성-가사’의 전통적 성역할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D5유형 남성들의 진보적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틀에서 벗어난’ 노
동시간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D5유형 남성들은 야간노동자들이다. 9시-6시의 전
형적인 노동패턴의 틀을 벗어난 스케줄을 가지며, 야간에 이들 가정엔 성인남성이 없고 
여성배우자와 자녀들만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면 틀에서 벗어난 
스케줄과 밤 시간 남성의 부재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들의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야간노동을 선택할 것이라 판단된다. 

남녀의 직업과 종사상지위는 맞벌이의 유형을 구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우선 부부가 모두 장시간 노동하는 D2유형의 경우 여성의 직업과 종사상지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사무·전문·관리직인 경우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일 때 
표준형 시간표를 기준으로 남녀장시간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으며, 임금
근로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남녀장시간형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도 남녀표준형
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여성은 표준시간 근로를 하지만 남성이 장시간노동하는 D
3유형에서도 남성이 서비스·판매직이며, 비임금근로인 경우 남녀표준형 시간표에 비해 
남성이 장시간노동하는 D3유형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로 서비스·판매직과 비임금근로가 한국사회 맞벌이 부부의 장시간노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야간노동패턴이 나타나는 D5.교대형일 가능성은 남성이 사무·전문·관리
직에 비해 생산직일 때 표준형에 비해 무려 5.9배로 높다. 이것은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라도 직업에 따라 시간대가 다른데, 특히 야간노동은 생산·기능직의 비중이 높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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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결과(Glorieux et al., 2008; Lesnard and de Saint pol, 2009; Minnen 
et al., 2015)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여성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 비해 비임금근로
자인 경우에 교대형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 앞서의 노동
시간특성을 상기해 보면 D5유형에 속한 취업여성들은 주간시간대에 비교적 단시간 노동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패턴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은 자영업이나 고용
주보다는 임금근로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들 역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다. 가구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표준형보다는 D2.남녀장시간형에 속할 가능성이 절반
가량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주거가 안정된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장시간 노동할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표준형에 비해 D3유형이 될 
가능성이 88.6%로 낮아지며, D4유형이 될 가능성은 71.9%로 낮아진다. 특히 D5유형의 
경우 가구소득과 주거형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고 자가가 아닌 경
우 D5유형의 교대형 시간표를 가질 확률이 표준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교대
형 시간표와 취약한 가구의 경제상황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지역
변수는 교대형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일 경우 표
준형보다 교대형일 가능성이 19.6%로 크게 낮아진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비(非)도심지
역의 특성상 24시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비표준시간대 노동패턴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구노동시간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지 기술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남녀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족생애주기, 가족책임 정도, 남녀의 노동시장특성과 성역할태도는 유형별로 
다르지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된 유형별 가구특성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일과 생활의 시간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므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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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노동시간의 특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이미 앞서 유형별 이름을 붙이면서 주요한 노동시간양과 배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우선 ‘시간대별 상태 분포(distribution plot)’, ‘개별 
가구들의 상태배열(index plot)’, ‘시간대별 최빈상태 배열(modal states plot)’을 그래
프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분포 plot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된 활동상태의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며, index plot은 개별 가구들의 시점별 상태배열을 쌓아놓은 그래프이다. 
최빈상태 plot은 각 시점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상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유형별로 남녀의 노동상태가 어떠한 분포를 띠며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는 유형별로 노동상태의 ‘대표
배열(representative sequence)’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대표배열은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다른 배열들과의 거리합이 최소인 배열로 각 유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배
열(medoid)을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해진 이웃반경 내에서 가장 많은 
이웃배열들을 거느린(neighbourhood density) 5개의 배열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전자
의 대표배열을 통해서는 각 유형의 중심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한 유형 내에서도 어떤 다양한 패턴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맞벌이(D1~D5)의 노동시간 특성 

1) D1.남녀표준형  

D1유형은 전체의 1/3 가량(n=886, 28.3%)의 높은 비중을 보이며, 남성이 9.3시간, 
여성이 7.8시간 노동하는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이다. 우선 시간대별 분포 plot을 보면 D
1유형은 낮 12시를 기준으로 대칭형태를 보이는 표준시간대 노동자로 부부가 대부분 같
은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배열을 쌓아놓은 index plot을 보아도 대칭형
태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퇴근도 
조금 늦게 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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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1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D1유형의 배열들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medoid)은 [그림 4-6]의 좌측하
단의 것이다. 이 부부는 오전 7시30분에 남성이 먼저 출근을 시작하고 여성이 30분 늦
게 8시에 출근한다. 남성은 9시50분부터 30분 비노동상태를 보이며 여성은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낮12시부터는 남녀 모두 비노동상태이다. 저녁 6시30분이 되면 여성은 노동
을 완전히 마치고 다른 활동을 한다. 남성의 노동은 30분 이후인 저녁 7시에 종료된다.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상위 5개의 대표배열을 뽑아본 그림은 [그림 4-6]의 우
측하단의 것이다. 이 다섯 개의 대표배열은 서로 중첩되는 특성을 최소로 하여 선정된
다. 그러나 D1유형의 경우 유형의 동질성이 강해 대표배열들 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
타난다. 다만, 출퇴근시간이 1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차이가 날뿐이다. 출근시간은 오전 
7시20분부터 8시20분에 걸쳐 있으며, 퇴근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 7시20분이다. 낮12
시부터 한 시간 가량의 휴게시간도 비슷하다. 성별로 다른 것은 네 번째 배열만 제외하
고는 남성의 퇴근시간이 20분에서 1.5시간 정도 여성보다 늦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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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가구의 여성도 남성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는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 

이처럼 D1유형은 전체가구의 1/3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맞벌이가구의 패턴을 보이는 
유형으로, 남녀가 모두 표준시간대에 8~9시간 일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일찍 출근
하고 퇴근하는 패턴을 보인다. D1유형은 이어지는 분석에서도 기준유형으로 자주 언급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2) D2.남녀장시간형  

D2유형은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20.4시간으로 전체 가구 중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가
장 긴 유형으로(n=191, 6.1%), 남녀 모두 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 가장 먼저 분포 
plot과 index plot을 보면 정오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하는 표준시간 노동자이나, 오후
시간대의 노동비중이 훨씬 큰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D2유형의 장시간노동은 표준시간
대 노동 이후에 이어지는 밤 시간의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출근
시간은 D1유형보다 반시간정도 늦는 편이다. 이것은 D1유형과 D2유형의 직업군을 비교
했을 때 D1유형은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D2유형는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높은 것과도  
유관할 것이다. 설명요인 분석에서도 D2유형 여성의 경우 D1유형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과 비임금근로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남녀의 평균 노동시간양은 
10.2시간으로 같지만 분포 plot이나 index plot을 보면 오전엔 파란색, 저녁시간대엔 붉
은색의 비중이 큰 것이 확인되어 오전에는 남성이 일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고, 오후에는 
여성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빈상태 plot을 보아도 이 패
턴이 그대로 드러난다. 오전 8시부터 30분정도는 남성만 일하는 부부가 가장 많으며, 오
전 10시가 넘어서야 전체부부의 3/4이상이 남녀모두 노동하는 상태가 된다. 저녁 9시부
터 10시까지는 여성만 일하는 부부가 가장 많으며, 밤 11시가 되어서야 부부가 모두 비
노동상태인 가구가 3/4에 이른다.

D2유형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가구의 노동시간배열(medoid)을 살펴보자. 이 부
부는 오전 7시40분에 남성이 출근을 한 후 여성이 40분 후인 8시20분에 출근한다. 남성
은 낮 12시부터 한 시간 가량 비노동상태이며, 여성은 더 늦은 시간인 낮 2시부터 한 
시간 비노동상태를 보인다. 남성은 저녁 7시40분이 되면 일을 종료하고 여성은 50분 뒤
인 8시20분부터 비노동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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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2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5개의 대표배열은 보면, 하단의 첫 번째 가구는 부부가 
함께 오전 9시 전에 출근한다. 남성은 낮 12시 이후 한 시간 정도 비노동상태가 되는 
반면 여성은 2시가 훌쩍 넘어서야 휴게시간을 갖는다. 여성의 휴게시간은 두 세 시간으
로 조금 긴 편이다. 이후 부부는 모두 노동상태가 되어 일하다가 남성은 저녁 7시경 일
을 종료한다. 여성의 일은 계속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난다. 두 번째 가구는 부부
가 함께 늦은 아침인 11시가 다 되어서 일을 시작한다. 부부가 함께 낮 2시반 정도까지 
일한 후 낮 시간동안은 한참동안 부부가 모두 일을 하지 않는다. 오후 5시 반이 넘어서
면 여성이 혼자 일을 재개하고 밤 10시가 다 되면 부부가 함께 일을 마무리하는 패턴을 
보인다. 오전에 부부가 저녁장사를 함께 준비하고, 저녁에는 주로 여성이 영업을 하다가 
밤시간 부부가 함께 마무리하는 소규모 자영업 가구의 패턴이 그려진다. 세 번째 부부는 
첫 번째 부부와 상태의 순서는 비슷하나 부부가 모두 오전 7시에 이른 출근을 한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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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부터 1시반 사이에 부부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남성은 저녁 7시쯤 일을 종료하는 
반면 여성은 저녁 5시반 이후 약1시간정도 휴게시간을 갖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여 밤 9
시 반쯤 일을 마친다. 네 번째는 새벽 6시가 채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조기출근형이
다. 새벽부터 일을 한 남성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비노동상태가 되고 여성은 더 늦게 
밤 10시가 다 되어야 일이 종료된다. 다섯 번째 부부는 일을 늦게 시작하는 편이다. 오
전 10시쯤에 일을 시작한다. 부부의 휴게시간은 낮 2시부터 4시 사이이다. 오후 5시경
부터는 남녀 모두 저녁근무를 시작한다. 밤 10시40분이 되어서야 부부의 노동은 종료된
다. 이처럼 M2유형의 대표배열들을 보면 9-6시의 전형적인 사무직 노동시간 패턴에서 
연장된 장시간노동 뿐 아니라 늦게 일을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일을 미감하
는 비(非)사무직종의 노동시간패턴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D2유형은 부부가 모두 열 시간 이상씩 일하는 장시간노동자로 이들의 장
시간노동은 늦은 저녁시간대의 근무에서 비롯된다. 또한 남녀의 평균노동시간은 같지만 
남성이 조금 일찍 일을 시작하고 끝내며, 여성이 조금 늦게 시작하여 남성보다 늦은 시
간까지 일하는 부부가 많다. 다음 절에서는 D2유형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장시간노동
이 다른 시간들을 어떻게 제약할지, 특히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장시간노동이 가족과 개
인의 시간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  

D3유형은 7.8%(n=244)의 비중을 차지하는 맞벌이 유형이다. 여성의 노동시간은 평
균 7.4시간으로 표준적이지만, 남성은 평균노동시간이 10.7시간으로 장시간 노동한다. D
3유형의 남성은 9개 유형의 남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보이는 집단이다. 분포 plot과 
index plot을 보면 남녀가 대체로 오전 9시 전후로 일을 시작하여 저녁 6시경까지는 함
께 일을 하나 여성의 퇴근이후에도 남성의 노동은 계속되어 자정 무렵에도 30%정도의 
남성이 노동상태인 것이 확인된다. 최빈상태 plot을 보면, 저녁 6시의 최빈상태가 남성
만 노동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이 시간부터 D3유형의 많은 여성들은 비노동상태가 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는 밤 10시30분이 되어서까지 최빈상
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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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3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좌측하단 그림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대표배열을 보면 남성이 10분 일찍 나서긴 하
나 오전 8시경 부부가 함께 노동을 시작한다. 낮 12시에 남성은 비노동상태가 되며 여
성만 노동상태에 있다. 이후 여성은 낮 2시 이후 30분간 비노동상태를 보인다. 여성은 
저녁 5시가 넘으면 퇴근하나 남성은 여성보다 무려 6시간 더 일한 후 밤 11시경에서야 
하루 일을 마감한다.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대표배열들을 다섯 가구 살펴보자. 하단의 첫 번째 가구
는 여성이 점심 이후 낮 1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일하고, 남성은 밤 9시가 넘어서
야 일을 시작하여 자정까지 단시간 일을 하는 부부이다. D3유형에는 장시간이 아니더라
도 저녁시간대에 일하는 맞벌이의 남성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구는 오전 9시가 넘어서 일을 시작하여 여성은 6시경 일을 마치나 남성은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장시간노동자이다. 세 번째 가구의 남성은 오전 8시 반쯤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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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정까지 일하는 패턴을 갖는다. 그러나 낮 2시30분부터 6시까지는 비노동상태이다. 
이 부부의 여성은 오전 10시에 일을 시작하여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며 오후 5
시30분까지 일하는, 전형적인 9-6시 패턴에 비해 조금 늦게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는 리
듬을 갖는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구는 부부가 함께 이른 아침에 함께 출근하여 여성
이 저녁시간대에 일반적인 퇴근패턴을 보이나 남성이 밤 10시쯤 늦은 시각까지 일한다. 
이처럼 D3유형의 대표배열들을 보면 다소 이질적인 패턴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가구처럼 정오 이후 부부가 길지 않게 노동하는 맞벌이 가구도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가구처럼 늦게 출근하여 전형적이지 않은 휴게시간을 갖는 패턴들도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구를 보면 부부가 함께 이른 아침에 출근을 시작하여 전형
적인 휴게시간을 갖고 여성이 먼저 퇴근하고 남성은 야근을 하는 중산층의 사무·전문·관
리직의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D3유형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일하고 여성은 
표준시간대에 약7시간 정도로 길지 않게 일하는 패턴을 갖는다. D3유형은 여성의 경우 
D1유형의 여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남성의 노동시간이 저녁시간까지 길게 분포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 대표배열에서 확인하였듯이 D3유형 일부는 남성의 노동시간
이 길지 않은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구들도 공통적으로 여성은 저녁시간
대에 비노동상태에 있으나 남성은 노동 상태에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앞서 가구특성 분
석에서 D3유형은 미성년자녀수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 가족책임시간의 필요가 큰 가
구가 다수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시간분석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시간대 
남성배우자의 부재가 어떤 생활세계를 이끌어낼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4) D4.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  

D4유형은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15시간으로 남성은 9.1시간의 전일제 노동시간을 갖
는데 비해 여성은 5.8시간으로 단시간 노동하는 유형이다(n=125, 4.0%). [그림 4-9]의 
분포 plot과 index plot을 보면 오전에는 남성만 일하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점심시간 이
후 여성의 노동이 시작되어 7,8시의 저녁시간까지는 부부가 함께 일하는 패턴이 확인된
다. 특이한 것은 단시간노동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일한다는 것이다. 
최빈상태 plot을 보아도 이 패턴은 그대로 드러난다. 오전 7시경부터 낮 12시까지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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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상태는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로 줄곧 70%이상의 분포를 보이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부터 노동세계에 합류하는 여성이 많아지고 최빈상태는 남녀모두 노동하는 상
태가 된다. 남성의 노동은 저녁 7시경 여성보다 일찍 종료되는 반면 여성의 노동은 계속
되어 그 이후 한 두 시간은 여성들만 노동하는 상태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그림 4-9] D4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을 보면 이 가구의 남성은 오전 8시10분에 집을 나선
다. 오전근무는 11시30분에 종료되고 한 시간 가량 비노동시간을 갖다가 낮 1시에 일을 
재개한다. 이 가구의 여성은 점심 이후 2시30분이 되어서야 출근을 한다. 오후 시간 남
녀모두 줄곧 노동상태를 보이다가 남성의 노동은 저녁 7시 10분전에 종료된다. 여성은 
반시간 가량 더 일하고 7시 반에 비노동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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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5개의 배열들을 살펴보자. 맨 아래 가구의 남성은 오전 
7시에 집을 나선다. 11시30분까지 오전근무를 한 후 낮 1시까지 한 시간 반가량 휴게시
간을 갖는다. 여성은 12시30분 정오가 넘은 시간에 출근을 한다. 여성은 오후 5시경까
지 5.5시간 일한다. 남성의 노동은 오후 6시에 끝이 난다. 두 번째 가구의 남성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1시까지 일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이후 남성의 노동은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어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종료된다. 이 가구의 여성은 오
후 3시가 넘어서야 출근한다. 저녁시간 한 두 시간의 비노동상태가 있지만 줄곧 일하다
가 자정이 넘어서야 일을 마친다. 세 번째 가구는 첫 번째 가구와 유사하나 여성의 노동
시간이 조금 짧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긴 편이다. 이 가구의 여성은 낮 1시반부터 3.5시
간 단시간노동을 하며 남성은 아침 7시20분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30분에야 일이 종료
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구는 오후에 일을 시작하는 여성이 남성 퇴근 이후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가구의 남성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선다. 일찍 출근
한 대신 저녁 6시쯤 이른 시간에 비노동상태가 된다. 이 가구의 여성은 낮 2시 반에 출
근하여 밤 8시까지 5.5시간 일한다. 다섯 번째 가구의 남성은 아침 8시20분에 출근하여 
저녁 6시40분이 되면 비노동상태가 되는 전형적인 9-6시 노동의 패턴을 보인다. 반면 
이 가구의 여성은 낮 2시반에 출근하여 밤 11시20분까지 일한다. 

종합하면, D4유형 가구는 남성은 전일제 노동자로 대부분 표준시간대에 일을 하는 
반면, 여성은 단시간노동자로 주로 오후시간대에 노동시간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일
부 가구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간양은 짧으나 남성의 퇴근 이후까지도 여성은 노동상태
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D4유형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단시간노동은 일-생활 균형을 달
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후의 시간분석에서 D4유형이 다른 가구들
에 비해 일-생활 균형에 가까이 있는지 개인의 시간표와 부부의 시간배분상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시간노동이긴 하나 오후시간대의 노동시간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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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5.남녀교대형  

D5유형은 전체의 1.9%(n=61)로 시간양만 보면 남녀 각각 9.1시간, 4.3시간으로 나
타나 남성표준시간·여성단시간의 양상을 보이지만 남성의 노동시간이 대부분 야간에 분
포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림 4-10]의 분포 plot과 index plot을 보면 다른 유형
의 경우 비노동상태가 배치되는 좌우 가장자리에 남성의 노동상태가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여성의 노동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데, 일하는 경우 남성
과는 달리 주로 낮시간대에 일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한 맞벌이부부는 남성 야간노
동, 여성 주간노동의 교대로 일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 최빈상태 plot을 보면 다른 이
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인 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가 3/4정도
에 달한다. 반면 다른 이들의 노동시간인 오전 9시부터 D5유형의 대부분은 비노동상태
가 되며 밤 11시가 되면 남성만 노동하는 경우가 최빈상태로 전환된다. 

  

[그림 4-10] D5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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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은 맞벌이 가구가 아니라 남성만 야간시간대에 일하는 
노동패턴을 갖는다. 이 대표가구의 남성은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4시경 10
분의 휴식을 제외하곤 줄곧 노동상태에 있다. 이어서 가장 많은 이웃을 가진 대표배열 
선정은 교대형 맞벌이의 노동패턴을 보이는 가구들을 포착하고자 특별히 열 개의 배열
을 선정하였다. 열 개의 배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열 개의 대표가구 중 첫 
번째 가구부터 다섯 번째 가구는 모두 남성만 노동하며, 이들은 대부분 밤 시간에 일하
는 야간근로자이다. 출퇴근시간은 밤 9시 반부터 새벽 2시, 퇴근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
전 10시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밤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한다. 

여섯 번째 가구는 부부가 바통을 터치하며 일하는 교대형의 특성을 보인다. 새벽 6
시경 남성이 퇴근하고 10분 있다가 여성이 출근한다. 여성은 오전근무를 마치고 12시부
터 한 시간 휴게시간을 갖고는 다시 일을 하다가 오후 5시가 되면 비노동상태가 된다. 
남성은 여성이 퇴근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에 출근을 한다. 이 남성은 저녁 7시부
터 한시간 가량의 휴게시간과 10분간 몇 번의 휴식을 제외하곤 새벽까지 일하는 패턴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9시간, 10시간 이상의 긴 노동시간을 갖지만 
이중 부부일치노동시간은 한 시간일 뿐이어서 부부공유시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구는 여섯 번째 가구와 비교할 때, 여성의 노동형태는 비슷하나 남성
의 노동시간이 짧다. 이 두 가구의 남성은 자정 이후에 일을 시작하여 하여 각각 오전 9
시20분, 새벽 3시 반에 일을 마친다. 아홉 번째 열 번째 가구는 남성만 노동하는 부부
다. 앞서의 남성만 일하는 부부와 다른 점은 자정 무렵 또는 새벽에 시작된 노동이 오전
을 지나 낮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아홉 번째 가구의 남성은 새벽 3시 무렵 출근하여 
낮 2시반이 되어서야 일을 마치며, 열 번째 가구의 남성은 자정 무렵 출근하여 낮 12시
까지 일한다. 

이처럼 D5유형에는 ‘남성야간노동-여성 주간의 단시간노동’ 패턴의 가구와 ‘남성야간
노동-여성무노동’ 패턴의 가구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D5유형 남성의 야간노
동은 표준시간에서 이어지는 야근이 아니라 아예 야간시간 위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
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여성이 낮 시간에 일하는 경우엔 서로 바통을 터치하며 일하게 
되는 교대형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독특한 노동패턴이 개인의 생활시간 그리고  배우
자의 시간과 어떻게 구성되어지며 표준시간대 가구들과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게 될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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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외벌이(M1, M2)의 노동시간 특성 

1) M1.남성장시간형  

남성외벌이 유형은 부부합산노동시간의 대부분을 남성이 책임지는 유형으로, M1.남
성장시간형과 M2.남성오후근무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M1.남성장시간형은 전체
의 33.7%(n=1,057)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외벌이가구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
으로 나타나 장시간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11]의 분포 plot, index plot을 보면 남
성만 노동하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남성들의 노동시간은 정오를 중심으로 좌우의 표준시
간대에 분포되어 있다. index plot을 보면 일반적인 퇴근시간대를 넘어서는 장시간노동
자의 패턴도 눈에 띤다. 최빈상태 plot을 보면 이미 오전 7시40분경부터 남성만 노동하
는 상태가 최빈상태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남성만 노동하는 상태는 저녁 7시까지 
내내 최빈상태를 기록한다.  

[그림 4-11] M1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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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을 보면 남성만 오전 8시에 집을 나선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비노동상태에 있다가 저녁 6시40분경 일을 종료한다. 이어서 가장 많은 이웃배
열을 지닌 대표배열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 가구는 바로 앞서 살펴본 중앙에 근
접한 가구와 동일한 패턴을 지닌다. 두 번째 가구는 오전 6시50분 다소 이른 시간에 출
근하여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비노동상태가 되는 장시간노동을 한다. 나머지의 대표배열
들은 출근시간이 오전 6시20분부터 7시10분, 퇴근시간이 저녁 5시20분부터 6시20분으
로 한 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오의 휴게시간을 중심으로 오전, 오후 각각 대여섯 
시간씩 근무하는 전형적인 사무직의 노동패턴을 보인다. 특히 M1유형은 전체 가구의 1/
3을 넘어서는 대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대표배열들의 coverage가 무려 50%로 다
른 유형들에 비해 매우 높다. 대표배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노동패턴들도 구성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M2.남성오후근무형  

M2유형 역시 부부합산노동시간의 대부분을 남성이 채우는 외벌이 가구이나 남성의 
노동시간이 주로 오후시간대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M1유형과 차이가 있다(n=138, 
4.2%). [그림 4-12]의 분포 plot을 보면 오전 9시가 되어도 출근한 남성은 20%가 채 되
지 않는다. 정오가 넘어서야 M1유형 절반이상의 남성들이 노동상태에 있게 된다. 최빈
상태 plot을 보아도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남성의 노동이 최빈상태가 되는 것이 확인된
다. 

[그림 4-12] 좌측하단의 M2유형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을 보자. 이 가구
의 남성은 오후 3시40분이 되어서야 출근을 한다. 줄곧 노동상태에 있다가 저녁 7시부
터 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하여 밤 10시40분이 되어야 일을 종료한다. 이
어서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다섯 개의 대표배열을 살펴보도록 한다. 하단의 첫 번
째 가구의 남성은 M2유형 중 비교적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편으로 오전 10시에 집을 
나선다. 낮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비노동상태를 가진 다음 오후 4시 전에 일을 재개
하여 밤 9시20분이 되어서야 일을 마친다. 두 번째 가구의 남성은 조금 늦게 오전 11시
가 넘어 일을 시작하여 저녁 6시부터 40분간 휴게시간을 가진 뒤 밤 10시에 일을 마친
다. 세 번째 가구의 남성은 정오가 되어서야 출근하여 자정까지 일한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구의 남성이 늦어도 정오에는 일을 시작하는데 비해 네 번째 가구의 남성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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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의 늦은 시간에 일을 시작한다. 이 남성은 자정까지 일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구의 남성은 M2유형 중 표준형에 가장 근접하다. 오전 9시10분에 집을 나서 일을 한 
후 낮 1시부터 한 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가진 다음, 낮 2시에 일을 재개한다. 이 남성은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노동상태가 된다. 이처럼 M2유형은 M1유형처럼 남성외벌이의 패
턴을 보이지만 늦은 시간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4-12] M2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M1유형과 M2유형은 가구노동의 대부분을 남성이 수행하는 남성외벌이의 노동패턴을 
가진다. 지속적인 맞벌이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외벌이 유형은 전체가구의 약4
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M1, M2유형을 통해 이후의 분석에서 비노동상태에 
있는 여성의 시간구성은 어떻게 될지, 맞벌이가구 남성에 비해 외벌이남성들이 보이는 
시간사용의 경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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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요인 분석에서 M2유형은 M1유형에 비해 서비스·판매직, 비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M1, M2유형은 노동의 주체와 시간양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직업과 종사상지위와 같은 노동시장특성으로 인해 노동시간배치가 달라진 유형들이다. 
M2유형의 시간배치에 영향을 미친 서비스업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에 있다. 앞으로의 
분석에서 서비스업과 노동시간배치 그리고 가구의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M2유형 남성의 오후시간대 노동이 개인과 가족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M1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타 유형(F, N)의 노동시간 특성 
 

1) F.여성외벌이형

여성외벌이형은 전체의 2.7%(n=84)를 차지하며, 부부합산노동시간 9.3시간 중 여성
노동이 8.9시간으로 여성이 가구노동시간의 주체가 된다. 이처럼 노동의 주체가 여성이
라는 점이 크게 다르지만 [그림 4-13]의 plot들의 시간대별 모양새를 보면 M1유형과 비
슷하다. 외벌이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시간대 노동자로 오전 9시에 여성의 80%이상이 
노동상태가 되며 오후 6시부터 비노동상태인 여성이 많아져 밤 9시가 되면 20%의 여성
만이 노동상태를 보인다. 최빈상태 plot을 보아도 오전 9시부터의 최빈상태는 여성만 노
동하는 상태이며 절반이상의 비중을 보인다. 여성노동의 최빈상태는 이후 계속되다가 저
녁 7시가 넘어서면 비노동상태가 최빈상태가 된다. 

여성외벌이형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은 [그림 4-13]의 좌측하단에 있는 그
림이다. 이 가구의 여성은 오전 8시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가 되면 일을 종료한다. 이 
패턴은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대표배열로도 선정되었으며 10%의 높은 coverage
를 보이는 여성외벌이형의 주요한 배열이다. 이어서 최다이웃을 가진 대표배열들을 살펴
보도록 한다. 두 번째 배열을 보면 이 외벌이여성은 오전 8시40분에 출근하여 정오에 
약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일을 재개하여 저녁 7시20분에 일을 종료한다. 나머지 
세 개의 대표배열도 언급한 배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퇴근 시간이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아침 8~9시 사이에 출근하여 저녁 6시 이후부터 7시 반 사이
에 일을 마치는 표준적인 노동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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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외벌이 유형은 ‘남성-시장노동’, ‘여성-가사’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역전되는 시간
표를 보여준다. 한국사회의 견고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을 고려하면 여성외벌이 시간표의 특수성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특히 이 유형의 남성들
이 시장노동에서 보이는 역전된 성역할을 가사노동 등 다른 시간구성에서는 어떤 방식
으로 끌고 갈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며 젠더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그림 4-13] F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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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무노동형

무노동형은 전체 가구의 11.5%(n=361)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분석대상일의 부부합산
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남녀 개인의 노동시간은 각각 3.1시간, 1.0시간으로 매우 짧다. 
[그림 4-14]의 분포 plot이나 index plot을 보면, 표준시간대에 노동상태에 있는 남성들
이 일부 있긴 하나 이 유형의 상당수는 부부가 모두 하루 종일 비노동상태에 있다. 특히 
최빈상태 plot을 보면 조사당일의 최빈값이 전부 비노동상태이며, 모두 2/3이상의 비중
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4-14] N유형 가구노동시간의 분포·index·최빈상태 및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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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 가구 역시 남녀 모두가 하루 종일 무노동상
태에 있다. 이 대표배열은 coverage가 40.4%에 달해 이 유형에 속한 상당수의 가구가 
조사당일 무노동상태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다의 이웃배열을 가진 상위 다섯 
개의 배열을 관찰해보면,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가진 첫 번째 가구는 가장 중앙에 위치
한 대표배열과 동일하게 전일 무노동상태이다. 하지만 나머지 가구들은 남성이 표준시간
대에 비교적 짧은 노동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 두 번째 가구의 남성은 오전 8시40분에 
출근하여 낮 12시가 못되어 일을 마치며, 세 번째 가구의 남성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오전 5시 반에 집을 나서나 오후 4시 반에 이른 퇴근을 한다. 네 번째 가구의 남성은 
오전 7시 반에 출근하여 낮 2시 반에 퇴근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가구의 남성은 낮 12
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쯤 퇴근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처럼 무노동형은 남성이 짧은 노동을 하거나 남녀 모두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가구
들이 혼재되어 있는 유형이다. 20~50대 주 연령대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부부가, 
평일에 1~3시간의 짧은 노동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 상태이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가구일 수도 
있고 휴가나 조퇴로 일시적인 비노동상태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차후의 분석을 통해 
평일 하루 종일 일을 안 하거나 적은 시간만 일하는 경우 남녀는 각각 어떤 시간구성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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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앞 절에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절에
서는 가구노동시간의 유형별로 남녀 각각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생활시간분석은 3개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가장 먼저 ‘활동별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의 평균 시간양을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정부터 24시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일과 다른 활동시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남녀 
각각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distribution plot)’와 ‘최빈상태 그래프(modal state
s plot)’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유형별로 활동별 시간의 남녀 각각
의 ‘대표배열(representative sequence)’을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때의 
대표배열은 다른 배열들과의 거리합이 가장 작은 배열(medoid)을 선정하여 유형별 생활
시간패턴의 중심적인(center)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선정된 남녀 대표뿐 아니라 
그 배우자들의 시간배열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부 시간배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자
녀조건과 노동시장특성 등 일반적 특성을 참고하여 해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 

        
1. 맞벌이(D1~D5)의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1) D1.남녀표준형 

가. 평균 시간양 분석  

D1.남녀표준형은 남녀 모두 전일제노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로 전체의 28.3%(n=886)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한국사회 대표적인 맞벌이의 노동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D1유형의 전형성을 염두에 두고 남녀의 시간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표 4-7>의 생활시간의 평균 시간양을 보면, 노동시간은 남녀 각각 9.3시간, 
7.8시간으로 남성이 1.5시간 가량 더 일한다. 수면시간은 남녀 비슷하게 7.5시간이 조금 
못되며 식사, 위생관리를 위한 자기관리시간은 3.2시간으로 남녀 같다. 결국 하루 24시
간 중 수면과 자기관리의 필수시간에 남녀모두 10시간 반 가량이 사용되는 셈이다. 이
처럼 한국사회의 표준적인 맞벌이 부부는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3~14시간을 노동
과 가사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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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가사시간은 여러 통계자료와 연구를 통해 알려진 대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
고 여성에 비해 매우 짧다. 집안일과 자녀양육의 가사활동으로 남성은 반시간이 채 안 
되는 24분을 쓰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6배가 넘는 2.6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하루 2
4시간에서 필수시간과 노동과 가사의 의무시간을 제외하면 남성은 3.7시간, 여성은 3.1
시간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길어도 여성의 가사시간이 길어
서 오히려 남성의 재량시간이 더 길게 주어지는 꼴이다. 결국 기타시간을 제외하곤 여가
에 남성은 약 3시간, 여성은 2.3시간정도를 쓰는데 남녀 모두 여가시간의 절반이상은 T
V시청과 아무것도 안하고 쉬는69) 소극적 여가로 보내고, 한 시간 남짓한 시간만을 ‘활
동의 내용이 있는’ 적극적 여가시간으로 보낸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녀 모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약 19시간으로 압도적
으로 길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설명한 대로 ‘함께하는 사람’은 ‘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식적으로 주행동을 함께 한 사람’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전일제 맞벌
이부부 평일시간의 대부분이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당하다70). 따라서 
가족공유시간은 남녀 각각 2시간, 2.5시간뿐이다. 결국 한국사회 보통의 전일제 맞벌이 
가구는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 
남짓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남녀차이가 있다. 남성은 기타지인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긴 반면, 
여성은 가족공유시간이 길다. 이것은 앞으로의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기도 하여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자녀 한 명 이상과 
함께 하는 시간이 남성은 한 시간이지만, 여성은 약 2배인 1.8시간인 것이 확인된다. 결
국, 한국의 일반적인 전일제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의 일과로 혼자서 
보내며 나머지 다섯 시간 정도를 가족이나 지인들과 보내는데, 남성의 경우 가족시간보
다 지인들과의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긴 반면, 여성은 가족공유시간이 더 긴 것으로 요
약할 수 있다.

69) 본 연구에서 소극적 여가는 실시간TV시청, 아무것도 안하고 쉼, 담배피우기의 3가지 활동으로 측
정하였다. 

70) ‘함께하는 사람’은 ‘한 공간’에서 ‘아는 사람’과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의식적으로’ 주행
동을 함께하는 경우로만 측정되기 때문에, 상사와의 전화통화(한 공간이 아님), 업무상 고객과 만나
는 경우(모르는 사람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학생은 주행동의 대상임), 한 사
무실에서 각자의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의식적으로 함께 하지 않음)는 모두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회사의 동료들과 회의를 하는 경우는 함께한 사람이 기타지인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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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9.3 7.8 1.5
가사시간 0.4 2.6 -2.1
수면시간 7.4 7.3 0.0
자기관리시간 3.2 3.2 0.0
적극적 여가시간 1.4 1.1 0.3
소극적 여가시간 1.5 1.2 0.4
기타시간 0.8 0.8 0.0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4 13.5 -0.1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7 3.1 0.6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8.9 19.3 -0.3
가족공유시간 2.0 2.5 -0.4
   자녀와의 시간3) 1.0 1.8 -0.8
기타지인과의 시간 3.0 2.2 0.8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자녀1인 이상과 함께 한 시간으로 산출함

<표 4-7> D1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나. 시간대별 분석 

아래의 [그림 4-15]는 D1유형 남녀의 시간대별 활동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나타낸 것
이다. 우선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전형적인 M자 모양의 노동시간 사이로 자기관리시간
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기관리시간은 성별 격차가 거의 
없으며, 여가시간은 절대량이 많지 않고 남녀 차이가 크지 않다. 시간양에서 살펴보았듯
이 성별차이가 큰 것은 가사시간이다. 여성은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붉은색 가사노동의 
분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남성은 양이 매우 적은 데에다 그나마도 출근 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퇴근 이후에 분포되어 있다. 시간대별 최빈상태를 보면 남성
은 여성보다 약 1시간정도 빨리 출근하는 패턴을 보여 오전 7시에는 32%의 남성이 출
근상태에 있는 반면 여성은 10%만이 출근한 상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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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D1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그렇다면 남성이 먼저 출근한 이후 맞벌이 여성은 집에서 무엇을 할까? 출근시간대
남녀의 활동별상태를 비교해보면 출근한 남성들의 수만큼 여성들은 가사노동상태에 있
는 것이 확인된다. 오전 7시의 활동상태분포를 보면 D1유형 남성의 1/3이 출근한 반면 
그만큼의 여성들은(28.8%) 가사노동상태에 있다. 30분 이후인 7시30분경 남성의 45%는 
출근한 상태이지만, 여성은 20%정도만 출근하고, 27.6%는 가사노동상태를 보인다. 201
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취업남녀의 출퇴근시간은 남성이 여성보
다 30분 정도 길다71).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출근하는 데에는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
이 여성보다 긴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이 직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여성은 아이
들을 챙기고 식사거리를 준비하는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다. 중산층 사무직 맞벌이부부의 
시간을 연구한 조주은(2013)은 여성의 직장근처에 거주하며 여성의 통근시간을 짧게 조
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을 전제로 한 전략이라
고 해석한 바 있다. 아래의 D1유형 대표가구만 해도 남성이 긴 출근시간 때문에 일찍 

71)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20세 이상 남녀취업자의 출퇴근 및 일관련이동 시간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1시간34분, 여성이 1시간08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0분가량 더 길다(통계청,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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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선 시간, 초등생자녀를 깨우고 준비를 돕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다. 맞벌이 남
녀의 통근시간에 대한 조주은(2013)의 해석이 D1유형에도 적용되는 대목이다. 

퇴근 후 저녁시간대를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이 여실히 드러난다. 퇴근 이
후 남성의 최빈상태로는 식사나 위생관리의 자기관리시간이 약 1시간 지속되다가 곧바
로 TV시청이나 휴식시간의 소극적 여가로 전환된다. 반면 여성들은 퇴근 이후 곧바로 
저녁 7시경부터 가사노동상태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여가로의 전환은 밤 9시가 넘어서
야 가능하다. 이처럼 노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환시각은 남성은 저녁 7시, 여성은 남
성보다 30분 이른 6시 반 경으로,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30분정도 출퇴근이동시간이 
길다는 통계수치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술한대로 유급노동 이후의 활
동은 남녀가 매우 다르다. 퇴근 이후 남성은 자기관리와 휴식의 시간을 주로 갖지만 여
성은 1교대근무가 끝나자마자 가사노동의 2교대 근무로 투입된다. 맞벌이 남성의 가사책
임에 대한 외면과 무반응,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대표배열 분석 

여기서는 [그림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D1유형의 활동별 시간 배열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배열(medoid)을 남녀 각각 하나씩 선정하였다. 이들의 하루스케줄을 
통해 D1유형의 가장 중심적인 특성을 갖는 남녀의 일-생활시간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D1유형의 남성대표와 여성대표는 공교롭게도 부부다. 부부는 모두 사무·전문·관리직의 임
금근로자로 전형적인 사무직의 노동패턴을 갖는다. 부부의 연령대는 40대로 두 명의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63세인 어머님과 함께 거주한다. 이 부부의 어머님은 평소 가사노동으
로 피곤을 자주 느끼실 만큼 손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편이다72).  
 남성대표는 다섯 식구 중에 가장 먼저 오전 6시30분에 일어났다. 간단하게 음료로 아침을 
때우고 세면을 마친 뒤 아침 7시20분경 집을 나선다. 그 사이 부인과 어머님, 첫째가 일어났
다. 둘째는 아직 자고 있다. 회사까진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 7시2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 
회사에 도착하니 8시30분이다. 한편 대표남성의 배우자이자 D1유형의 여성대표는 남편보다 

72) D1유형 대표부부의 어머님은 ‘평소 어느 정도 피곤을 느끼는가?’의 질문에 ‘조금 피곤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피곤함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 ‘가사’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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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늦게 7시경에 일어났다. 일어나 아침거리를 먹는 동안 남편은 옷을 챙겨 입으며 출근
준비를 한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잠자는 둘째를 깨운다. 남편이 출근할 때인 
오전 7시20분경 어머니도 일어나셨다. 어머니는 곧장 손주들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여성대표
는 이십 분간 아이들의 등교준비를 돕고는 나머지는 어머니께 맡긴다. 여성대표도 씻고 옷을 
입으며 출근준비를 서두른다. 오전 8시10분, 여성대표는 어머니와 아이 둘이 아침식사를 하
는 동안 집을 나섰다. 출근엔 40분이 소요되어 회사에 도착하니 8시50분이다.      

D1유형의 남녀대표는 전형적인 사무직의 노동패턴으로 생활한다. 남녀 모두 9시가 조금 
못되어 오전근무를 시작하여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는 다시 오후근무를 하고 저녁 6시
경 일을 종료하는 패턴이다. 이 날 대표남성은 저녁 6시 정시에 퇴근하였다. 그래도 통근시
간이 길어서 귀가하니 저녁 7시10분이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저녁식사 준비에 한창이
다. 오자마자 20분간 옷을 갈아입고 손을 닦고 밥을 먹는다. 대표여성도 남성과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여성은 옷을 갈아입자마자 어머니의 식사준비를 돕는다. 어머니께서 그 이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단 10분의 시간만 할애되었다. 부부와 어머니, 아이 둘까지 다섯 식구가 함
께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시각은 저녁 8시20분, 설거지와 식후정리는 여성이 한다. 
남성은 아이들과 함께 하루일과를 나누며 교제시간을 갖는다. 오전부터 손주들 뒤치다꺼리와 
저녁식사 준비까지 마친 어머니는 이제 자식내외의 지원군에서 벗어나 TV를 보며 휴식시간
을 갖는다. 한편, 식사 후 설거지와 주방뒷정리까지 마친 여성은 큰 아이의 공부를 봐준다. 
그 사이 남성은 TV앞에 앉았다. 20분간 아이를 돌보다가 여성도 TV 앞에 앉는다. 밤 10시가 
다되어 갈 무렵 남성은 씻고 혼자 책을 본다.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동안 밤10시가 
되자 여성은 TV시청을 종료하고 20분간 아이 둘과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이 잠들자 여성
도 씻고 잠자리에 든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밤 11시이다. 남성은 30분전 이미 잠이 든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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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D1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D1유형 가구의 생활시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퇴근 이후 활동의 젠더
차이이다. 노동세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낮 시간을 보낸 부부는 귀가 후엔 각각 다른 
활동으로 생활세계를 살아간다. 아래의 [그림 4-17]은 위에서 서술한 D1유형 대표가구
의 저녁시간을 세부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저녁식사 이후부터의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
다. 여성이 식후 정리를 하는 동안 남성은 아이들과 교제시간을 갖지만, 여성의 가사노
동이 끝나자마자 여성에게 아이들을 ‘넘긴다.’ 아이들을 여성에게 넘긴 후부터 잠들 때
까지 남성은 자신만의 여가활동에 들어간다. 혼자 TV를 보고 책을 읽다 먼저 자는 패턴
이다. 그래도 이 가구는 자녀 둘이 초등생으로 제법 컸기에, 여성은 아이들 공부를 봐주
다가 중간에 TV도 보아가며 ‘여유 있게’ 육아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하나, D1유형 대표배열 분석에서 눈여겨 볼 것은 부부외성인가구원의 지원이다.  
대표가구의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양육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부부의 어머니는 부부의 출
근시간부터 손주들의 아침식사를 챙겨주고 등교까지 도와준다. 하교한 손주들을 봐주고 
장을 봐서 저녁식사 준비를 전담하는 이도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표
가구의 부부는 이러한 시간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더 이른 시간 기상하여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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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야 할 것이며, 저녁시간대 여성이 ‘여유 있게’ TV도 보아가며 집안일도 하고 자녀들
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은 한국사회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D
1유형 대표가구의 어머니 역시 ‘가사 때문에 피곤을 느낄 정도’로 이 가구의 가사노동과 
손자녀돌봄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특히 손자녀들이 어리거나 부부의 노동이 장시간
으로 연장될 경우 조(부)모의 돌봄비중은 더 커져, 돌봄의 세대 ‘공유’를 넘어선 ‘전가’가 
되는 일도 왕왕 있다(김양지영, 2015). 이 같은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은 노인세대와 노
동세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2011년 이후 다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실시될 
정도로 사회적인 인정 속에 추진되고 있다. 

  주: (  )괄호 안은 활동에 소요된 시간(분)임

[그림 4-17] D1유형 남녀대표가구의 저녁시간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을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 우선 조부모의 가사지원
과 손자녀돌봄은 D1유형의 대표가구처럼 ‘여성’ 위주의 확대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수행되
는 경우가 많다. 아예 남성을 가사와 양육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가사분담에서
의 불평등과 젠더갈등을 대면하고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기 보다는 회피
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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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손자녀돌봄이 주는 보람과 기쁨도 크겠지만 경제적 성취를 이룬 자녀들의 경제적 보
상으로 ‘돌봄의 거래’가 성사되고 매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상 애초에 이러한 거래
가 시도된 이유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부족, 노인보장제도의 미흡,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지 않는 노동환경일 것이다. 그렇기에 조(부)모와 친족을 활용한 가족
주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디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조주은, 2013: 289). 

2) D2.남녀장시간형 

가. 시간양 분석 

D2.남녀장시간형은 전체의 6.1%(n=191)를 차지하며 부부가 모두 10시간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맞벌이부부이다. 부부가 모두 열 시간 넘게 일하는 가족의 하루시간표는 어떠
할까? 우선 <표 4-8>을 통해 이들 부부의 활동별 시간과 함께 하는 사람별 평균 시간양
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D2유형은 앞서의 남녀표준형 부부 보다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이 
반시간 가량 짧긴 하나 필수시간인지라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하지만 가사시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확연히 짧다. 남성의 가사시간은 18분으로 그마저도 다른 남성들에 비해 
짧지만(전체남성의 평균 가사시간 36분) 여성의 가사시간도 1.6시간이다. D2유형 여성들
의 가사시간은 F유형의 외벌이여성과 함께 전(全) 유형 여성 중 가장 짧은 시간으로 기
록되며, 여성전체의 가사시간 평균이 4.4시간인 것에 비하면 1/3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20-50대 주 연령대 부부가 집안일과 자녀양육에 쓰는 시간이 두 시간이 안 되는 셈이
다. 

의무시간인 가사노동에도 적은 시간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보니 24시간 중 필수시간
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재량시간은 남성 3.2시간 여성은 2.3시간뿐이다. 여기서 기타시간
을 제외하면 남성의 여가시간은 2.6시간이며, 여성의 여가시간은 2시간이 못 되는 1.7시
간이다. 장시간노동 끝의 여가는 적극적이기 어려우며, TV시청과 단순휴식으로 채워지
기 마련이다. 동네산책이라도 되는 ‘활동’이 있는 적극적 여가로는 남성은 1.2시간, 여성
은 한 시간도 못되는 0.8시간만을 할애하게 된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일제 맞벌이부부로 노동시간이 긴 만
큼 하루 중 19시간 이상을 혼자 보내게 된다. 그러나 D1유형보다도 남녀차이는 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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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비슷하게 가족공유시간에 약 2시간, 지인과는 3시간을 보낸다. 남녀 간 차이를 보
이는 것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조사된 ‘자녀와의 시간’이다. 남성은 0.7시간, 
여성은 이보다 반시간정도 긴 1.1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낸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평
균7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10.2 10.2 0.0
가사시간 0.3 1.6 -1.3
수면시간 7.1 7.0 0.1
자기관리시간 3.1 3.0 0.2
적극적 여가시간 1.2 0.8 0.4
소극적 여가시간 1.4 0.9 0.4
기타시간 0.7 0.5 0.1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7 14.0 -0.3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2 2.3 1.0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9.1 19.1 0.0
가족공유시간 2.0 2.1 -0.2
   자녀와의 시간3) 0.7 1.1 -0.4
기타지인과의 시간 3.0 2.8 0.2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8> D2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나. 시간대별 분석 

[그림 4-18]의 시간대별 활동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통해서도 D2유형 부부의 대부분
의 시간들이 노동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은 아침 7시 반, 
여성은 8시경부터 밤10시가 넘어서까지 이 부부의 최빈상태는 남녀 모두 줄곧 ‘노동’이
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근시간이 남성보다 조금 늦지만 점심시간대의 자기관리시간(식
사시간)의 비중이 작고 저녁 6시 이후 노동 비중이 큰 것이 확인된다. 앞의 설명요인 분

73) 자녀와의 시간의 전체 남성의 평균은 1.0시간이며, 여성은 3.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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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 D2유형 여성은 서비스·판매직, 비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
스·판매업의 종사자들은 표준적인 휴게시간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들의 퇴근시간(18시) 
이후 소요되는 경향이 크다. 다른 이들의 편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업이 노동하는 당사자
들에게는 제때 식사도 챙기지 못하는 시간표를 가져다주는 꼴이다. 소비자와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D2유형 부부는 일하는 시간이 길고 제 시간의 식사시간 확보도 어렵기 때문
에 퇴근 이후 여가활동의 등장은 밤늦은 시간에야 가능하다. 시간대별 활동의 최빈상태
를 보면 남성은 밤 10시부터 약 한 시간, 그마저도 여성은 10시30분은 되어야 TV시청
이나 아무것도 안하는 휴식을 취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그림 4-18] D2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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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배열 분석 

다음으로는 [그림 4-19]을 통해 가장 중앙값에 근접한 D2유형 남녀 대표의 하루생활
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D2유형의 남성대표는 서비스·판매직의 자영업자이며,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다. 
부부는 모두 50대로 성인자녀 한명과 거주하고 있다. 남성대표는 이른 아침 6시 반쯤 기상
한다. 세면과 아침식사를 하고 준비를 마친 후 오전 7시40분이 되면 집을 나선다. 부인은 남
편보다 일찍 오전 6시가 못 되어 일어나 아침식사 준비를 한다. 부인은 남성대표보다 출근이 
좀 늦는 편이다. 집안일을 하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출근한다. 남성대표는 낮 12시쯤에 점
심을 먹었다.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한 시간쯤 업무를 처리하고 
십 분간 양치질 등 위생관리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일을 한다. 다섯 시간이 넘게 노동 상태에 
있었다. 저녁 6시40분에는 30분간 저녁식사를 한다. 곧바로 일을 시작한다.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30분이다. 집에 와선 십분 간 아무것도 안하고 쉬다가 다시 십분 동
안 씻었다. 밤 12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남성대표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오전 8시
에 출근한 부인은 아직 귀가 전이다. 이렇게 부부가 자정까지 일하는 생활이 가능한건 그나
마도 애가 다 커서 돌봐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D2유형의 여성대표도 서비스·판매직에서 일하며 임금근로자이다. 여성대표 가구도 남성
대표 가구처럼 50대 부부와 미혼성인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여성대표는 아침 6시30분
에 일어났다. 이십분 간 세면을 한 후 십분 동안 아침준비를 한다. 30분 안에 식사와 출근준
비를 모두 마쳤다. 오전 7시30분에 집을 나선다. 오전근무 후 12시50분부터 50분간 점심시
간을 갖는다. 오후근무는 낮 1시40분부터 저녁식사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서비
스·판매직이고 고용된 처지라 저녁을 거르기가 쉬울 것이다. 이 날은 오후 네 시가 좀 넘어
서 간식을 먹었는데 이것으로 저녁을 때운 셈이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었다. 10분간 
옷을 갈아입고 씻은 후 밤 11시4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여성대표의 남편은 서비스·판매직의 
자영업자이다. 아침 7시가 좀 넘어 출근한 남편도 밤 11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이 부부가 
집안을 돌볼 시간은 없다. 아침엔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퇴근해선 피곤해서 씻고 자
기도 바쁘다. 그래도 자녀 둘이 모두 성인이라 시간을 할애해서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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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D2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수면·식사·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시간으로 열 시
간을 쓰고 또 열 시간 넘게 일을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부부가 
모두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 가족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할 수 있을까? D2유형 부부의 
하루일과를 들여다보면 생존에 필요한 필수 활동과 노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을 찾
아보기 어렵다. 여가시간은 고사하고 집안일과 자녀양육으로 구성된 가사시간도 여성 1.
6시간, 남성 18분으로 부부시간을 합쳐도 두 시간이 채 안 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5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으로, 노년기부부도 아닌 20-50대 부부의 가
정에서 장기간 이런 패턴의 생활을 한다면 가정의 정서적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위생적
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듯싶다. 

물론 맞벌이가 주는 물질적 자원으로 가사노동의 외주화를 시도하거나 부부외 다른  
성인 가구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가구특성
을 상기해보면 D2유형의 부부외성인가구수는 0.5명으로 평균이상이지만 돌봄필요가구의 
비중74) 역시 높아서 다른 성인가구원의 가사노동의 기여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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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유형은 신혼의 무자녀시기의 비중이나 막내자녀가 중고생
이상의 비중이 높아 자녀양육의 부담이 덜한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대표배
열의 두 가구도 자녀들이 성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독립 전 청소년 이상의 자녀를 
둔 중장년가구는 교육비와 노후자금준비에 대한 물질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D2유
형의 월평균가구소득을 보면 300만원 미만의 비중은 적지만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
중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가사노동 외주화의 덕을 크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남
녀장시간형의 많은 가구는 중장년 이상의 부부로 중고생 자녀들의 교육비를 비롯한 높
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는 것일 수 있다. 

또 하나, 전술한 맥락은 다분히 가정관리와 운영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은 극히 적다. 남녀 대표의 경우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집에 있는 
시간은 모두 1.5시간 뿐 이었다. 그것도 오전의 출근준비시간으로 한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 퇴근하고 돌아와 반시간가량 옷을 갈아입고 씻고는 곧장 잠자리에 드는 셈이다. 
결국 집에서 하는 일은 출퇴근 준비와 잠을 자는 것뿐이다. 이들에게 가정과 가족은 어
떤 의미일까? 적어도 시간사용의 측면에서는 집은 ‘노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물
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녀들을 둔 중장년 부부가 수행하는 장시간노동은 분명 
‘가족에 대한 헌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정을 일을 위해 잠시 머무
는 ‘정류장’으로 전락시켰다. D2유형 부부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들도 하루 24시간 
중 자녀와의 시간으로 한 시간을 쓰기가 어렵다. 

장시간노동으로 대변될지 모르는 가족에 대한 헌신, 즉 한국사회 가족주의의 이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의 안정이 부부 모두 열 시간이 넘는 자정까지
의 장시간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가족은 ‘피로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만연된 ‘가족피로(family fatigue)’가 가족위기를 넘어 가족구성의 지연과 해체를 야기하
고 사회재생산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장경섭(200
9)은 한국사회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ies)75)’을 경험하는 중에 노동력의 

74) 10세 이상 가구원 중 장애, 치매, 중풍의 돌봄필요사유가 있는 가구를 ‘돌봄필요가구’로 정의하고 
분석했을 때, 돌봄필요가구의 전체 비중은 1.9% 인데 D2유형은 2.6%로, 이는 무노동형 4.5%, 여
성외벌이형 3.7% 다음으로 높다. 

75) ‘압축적 근대성’이란 한국사회가 20세기 후반부에 경험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변화를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민주화 등의 특성들을 일컫
는다. 서구 사회는 몇 세기동안 진행된 변화를 반세기 만에 이룩한 한국사회는 성취감과 동시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사회적 대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한국인들은 변화의 위기를 가족단위에서 대
처하고 가족을 발전의 도구로 삼아왔다. 장경섭(2009)은 이를 두고 ‘도구주의 가족주의(instrument
al familism)’라 명명한다(장경섭, 2009: 15,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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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동원을 위해 가족이데올로기를 활용하였으며 그것은 노동현장의 과도한 요구와 조건
을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기꺼이 수용하도록 조장해왔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효용을 위해 
가족이 도구화되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헌신은 ‘기꺼움’을 넘어 ‘강제’가 되고 ‘극심한 부
담’이 되어, 다시 그 화살은 사회전체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3)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 

가. 시간양 분석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은 전체의 7.8%(n=244)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남성의 노동
시간은 10.7시간으로 장시간인 반면 여성은 7.4시간으로 표준적인 노동시간을 보이는 
맞벌이 가구이다. 특히 D3유형은 남성노동시간이 9개 유형 중 가장 길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늦은 시각까지 일하는 동안 ‘칼 퇴근한’ 여성배우자는 집안일과 자
녀양육의 2교대 근무를 전담해야할 터이기 때문이다. 앞서 가구특성의 설명요인 분석결
과 D3유형은 미성년자녀수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성년자녀로 대표되는 가
족책임이 남성에겐 장시간노동으로, 여성에겐 이중부담의 극대화로 귀결된 시간표라 할 
수 있다. <표 4-9>을 보면, D3유형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장노동시간이 3시간이상 짧지
만, 남성보다 부족한 시장노동만큼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D3유형 여성의 가
사시간은 D3유형 남성들의 가사시간 18분의 10배에 달하는 3.1시간으로 이것은 남성보
다 부족한 시장노동시간 3.3시간과 비슷하다. 따라서 남성이 열 시간 넘게 장시간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 하루 부부의 재량시간(24hr-필수시간-의무시간)은 남녀 각각 2.
8시간, 3.3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장시간노동과 여성에게 전가된 가사노동으로 인해 D3유형 부부의 
여가시간은 남녀 각각 2.5시간, 2.2시간으로 두 시간 남짓이다. 직장에서의 긴 시간 노
동과 집안일이 끝나면 주어진 시간은 그냥 쉬기에도 부족하다. D3유형 남녀에게 산책이
라도 되는 ‘활동’이 있는 여가는 하루 24시간 중 1.2시간뿐이다. 이것은 주 연령대, 가족
책임이 높은 시기에 놓여있는 부부에게 남성의 장시간노동은 부부 공동의 몫이 되며, 그
것은 ‘젠더 분리된 시간표’에서 ‘여가의 빈곤’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76)

76) 맞벌이의 일과를 가진 부부의 여가시간이 짧은 것은 공통적인 특성이지만, 특히 D2.남녀장시간형
과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은 부부 모두 여가시간이 2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全)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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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3유형 남성의 ‘가족시간의 빈곤’은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통해서 더욱 확실  
해진다. 일단 D3유형 가구도 맞벌이 전일제노동자이기 때문에 평일시간의 경우 혼자 보
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19시간 이상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D3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
간은 두드러지게 짧다. D3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은 24시간 중 1시간으로 이것은 9개 
유형 남녀 집단 중 가장 짧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의 시간은 24분뿐
이다. D3유형의 부부외성인가족수는 0.4명으로 평균보다 높지 않으나, 미성년자녀수는 
1.3명으로 평균보다 높다. 가족생애주기를 살펴보아도 D3유형 전체의 절반가량이 ‘가족
성립기’나 ‘초기정착시기’, 즉 막내자녀가 미취학이거나 초등생인 시기에 놓여있어 자녀
양육과 가사부담이 큰 집단임이 확인된다. 이것은 ‘아버지시간(fathering time)’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에 놓인 맞벌이가구의 적지 않은 수가 D3유형의 시간표를 갖고 있으며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가구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10.7 7.4 3.3
가사시간 0.3 3.1 -2.8
수면시간 7.3 7.2 0.1
자기관리시간 2.9 3.0 -0.1
적극적 여가시간 1.2 1.2 0.1
소극적 여가시간 1.0 1.3 -0.3
기타시간 0.6 0.8 -0.3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8 13.8 -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2.8 3.3 -0.5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9.7 19.6 0.2
가족공유시간 1.0 2.3 -1.3
   자녀와의 시간3) 0.4 2.2 -1.8
기타지인과의 시간 3.3 2.1 1.1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9> D3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가장 적다. 이 두 유형은 유·무급노동으로 하루 열 시간을 넘게 쓰기 때문에 수면과 식사 등 자기관
리시간으로도 길지 않은 10~11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재량껏 쓸 수 있는 시간이란 기껏해야 그 정
도이다. D2유형과 D3유형 부부가 모두 대표적인 여가빈곤집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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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대별 분석 

[그림 4-20]의 D3유형 남녀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보면, 남성의 
경우 전체 유형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답게 필수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들은 적게 분포한다. 오전 8시가 채 못 되어 노동이 최빈상태를 기록한 이후 낮 12
시에서 1시까지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노동’이 줄곧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그래도 앞
서의 D2.남녀장시간형의 남성은 밤 10시 이후 소극적 여가가 한 시간가량 최빈상태로 
나타나지만, D3유형의 남성은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도 여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4-20] D3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여성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는 D1.남녀표준형의 맞벌이 여성과 흡사하지만 퇴
근시간 이후 붉은색의 가사노동 분포가 다소 두터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녁시간대 
가사노동이 최빈상태로 등장하는 시간도 반시간정도 빠르고 종료되는 시간도 반시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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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늦다. 이것은 장시간 노동하는 남성배우자로 인해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모두 전가된 
것과 D3유형 중 가족책임이 높은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
다77). 요약한다면, D1.남녀표준형 시간표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저녁시간대가 ‘남성-여
가’, ‘여성-가사’로 구분된다면, D3유형의 경우는 ‘남성-일’, ‘여성-가사’라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다. 대표배열 분석 

이어서 [그림 4-21]를 통해 D3유형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남녀대표의 하루시간표를 
관찰하기로 한다. 

30대의 생산직 임금근로자인 D3유형의 남성대표는 미취학자녀만 셋을 두었다. 이 날 남
성대표는 아침 7시10분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돌봤다. 그러는 동안 부인도 일어나 식사준비
를 한다. 남성대표는 식사가 준비되자 아이를 부인에게 넘기고 아침식사를 한다. 남성대표가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까지는 40분이 소요되었다. 남성대표가 집을 나선시간은 오전 8시 정각
이다. 오전근무 중 11시 무렵 십 분간 짧은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곤 정오의 점심시간까지 
꼬박 일을 하였다. 한 시간의 점심식사 이후 업무에 복귀해서도 무려 11시간동안 다른 활동 
없이 일을 하였다. 남성대표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다. 
저녁식사를 못해 30분간 간단히 요기를 하고 씻은 후 자정 무렵 잠자리에 들었다. 어린 자녀
가 셋이나 있지만 자정까지 일하는 생활이 가능한 건 사무직의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아내가 
오후 5시쯤이면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성대표의 부인은 퇴근 후 오후 5시부터 아이들
을 전담했다. 남편 없이 어린 세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식사는 쉽지 않다. 식사 후엔 자녀
들과 TV를 보며 숨을 돌린다. 밤 9시부터는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웠다. 남성대표
의 부인은 이렇게 애들을 재우다가 밤 10시쯤 함께 잠이 들었다. 이 시간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다. 

D3유형의 여성대표는 30대의 사무직 임금근로자로 자녀가 둘이다. 한 명은 미취학자녀이
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나 열 살이 채 안 되었다. 여성대표도 전일제로 일을 하고 생산직 근
로자인 남편은 항상 늦는 편이다78). 이 날 여성대표는 아침 6시30분에 일어났다. 일어나자마

77) 사실상 장시간노동으로 남성의 가사노동부문이 여성에게 전가되었다고 해석하기엔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일관되게 작다. 후자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78) 대표여성 남편의 조사일로부터 ‘지난 한 주간의 총노동시간(주업+부업시간)’은 73시간에 달한다. 일
상적인 장시간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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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는다. 남편도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 여성대표가 준비한 밥
을 먹고는 출근준비를 한다. 남편은 오전 7시20분에 집을 나선다. 남편이 출근한 후 여성대
표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 둘을 깨운다. 오전 8시30분에는 아이 둘을 데리고 근처 부모
님 댁으로 간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집과 부모님댁 그리고 회사는 가까
운 편이다. 집에서 부모님 댁까지는 10분, 부모님 댁에서 회사까지는 20분이 소요된다. 회사
에 도착하니 오전 9시 정각이다. 오전근무를 마친 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한 시간이다. 점
심 이후엔 쉼 없이 퇴근시간인 6시까지 일을 했다. 여성대표는 6시 정각에 칼퇴근을 하여 부
모님과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퇴근하면 남편이 이리로 오기로 했다. 여성대표는 남편이 오
기 전까지 저녁시간 내내 부모님과 함께 애 둘을 본다. 밤 9시30분, 일을 마친 남편이 왔다.  
밤9시가 훌쩍 넘은 시간,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이제야 가족들이 모두 모이
는 시간이 가능해졌다. 부부와 두 자녀의 네 식구는 함께 귀가한다. 여성대표는 집에 돌아와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 저녁식사를 한다. 남편도 함께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다. 여성대
표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책을 읽어주며 애들을 재운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도 밤 11시20분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림 4-21] D3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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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유형 부부는 가족생애주기 상 가족책임이 큰 시기에 있으나 남성의 장시간노동으
로 인하여 여성의 이중부담이 극대화된 맞벌이부부의 시간표를 보여준다. 대표가구들만 
보아도 미취학자녀를 무려 셋씩 두었으나 남편의 부재로 저녁시간 자녀돌봄을 혼자 감
당하며(남성대표가구 여성배우자의 예), 장시간노동하는 남편의 부재는 ‘디폴트’이기에, 
전일제 일과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은 부모님댁 가까이에 
살면서 이들과 생활을 적극 공유하기도 한다(여성대표가구의 예). 여성이 혼자 투입되든, 
아니면 여성이 자구책을 찾아나서든, 저녁시간의 가족책임을 여성만 ‘책임’지는 것은 이 
두 가구의 공통점이다. 이처럼 D3유형의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직장인으로썬 비교적 이
른 저녁5,6시에 유급노동을 마쳤으나 이렇게 곧장 2교대 근무의 전담자가 된다. 

사실상 이 여성들은 2교대근무를 위해 1교대근무를 서둘러 종료해야만 하는 상황이
었을지 모른다. 대표가구의 여성들의 시간을 살펴봐도 5시 정각, 6시 정각에 노동상태에
서 벗어나 곧바로 어린아이의 돌봄으로, 밖에서 엄마가 퇴근하길 기다리는 자녀와 부모
님에게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정황상 이들은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회사에서 ‘튀어나왔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직업안정성과 높은 보수체계를 갖춘 좋은 일자리, 대표적으로 대
기업의 정규직일자리는 가부장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효용우선의 노동시장전략과 성과중
심문화가 만나 장시간노동체제,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노동조건이 형성되어 있다(신
경아, 2016; 이주희, 2012). 만약 이러한 직장에 몸담고 있는 여성이라면 저녁 5,6시부
터의 눈치 없는 정시퇴근, 조기퇴근으로는 낙관적인 직업전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
렇지 않다면 이 여성들은 ‘이미’ 승진고과의 불이익과 낮은 보상수준을 감수하고 칼퇴근
과 유연한 근무를 선택한 ‘마미트랙(mommy track)’에 올라서 있는 여성들일 수도 있겠
다79). 

D3유형의 ‘여가빈곤’ 상태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D1유형 남녀의 저녁시간이 ‘남성-
여가’, ‘여성-가사’라면 D3유형은 ‘남성-여전히 일’, ‘여성-가사전담’이다. 결국 유·무급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D3유형은 D2.남녀장시간형과 함께 9개 유형 중 여가시간이 가

79) 한국과 비슷한 신흥공업국의 경로를 밟은 대만과 한국의 여성고용을 비교한 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는 대만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M자형 커브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중
심의 내부노동시장’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주류기업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임금 성격의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며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이렇게 성차별이 고착화된 내
부노동시장은 여성의 취업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뛰어난 인적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외부노동시장에 있거나 내부노동시장에 있더라도 주변부에 머물러 있게 되며, 특히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먹으면 퇴직의 압력을 받고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직업전망이 흐려
지고 이런 과정에서 여성의 근로 동기는 떨어져 퇴직에 이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김영순·최성은. 20
14; 신경아, 2016: 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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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짧은 집단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분석한 D3유형이 처한 현실은 이러하다. “남성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장시간노동으로, 집안일은 커녕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루 20
분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 여성은 1교대 근무도 ‘서둘러’ 종료하고 2교대 근무 ‘전담자’
로 투입되어야 한다. 회사는 성과만을 중시하고 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다. 여성의 직업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생활 속에 부부는 쉴 시간도 생활을 돌아볼 여유도 없다.” 만
약 이들 부부가 오랜 기간 남녀불평등한 시간표, 불안정한 직업지위, 시간빈곤에 노출된
다면 극심한 ‘젠더갈등’을 겪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질 악화’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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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4.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  

가. 시간양 분석 

D4유형은 전체의 3.4%(n=108)를 차지하는 맞벌이 유형으로 D4유형의 노동시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이 단시간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시간노동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기에 D4유형 여성의 단시간노동이 부부의 생활시
간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성의 평균노동시간
은 9.1시간, 여성은 5.8시간으로 남성의 노동시간도 한국의 전일제 남성치고는 길지 않
고, 무엇보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여유가 있다. 결
과적으로 수면시간도 남녀 각각 7.5시간, 7.8시간으로 전체 평균을 넘는 수준이며, 하루
24시간 중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재량시간은 남녀 각각 3.7시간, 4시간으로 맞
벌이가구로서는 드물게 4시간에 달한다.  

특히 단시간노동이 여성의 일-생활의 시간구성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는 여성의 가사시간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주 연령대 기혼남녀에게 일-
생활 균형의 중심축은 ‘일-가정 양립’에 있기 때문이다. D4유형 여성의 가사시간은 3.1
시간으로 표준시간 일하는 맞벌이여성인 D1, D3유형 여성들보다는 길지만 그 정도가 유
급노동시간의 부족분에 달하지는 않는다.80)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D4유형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노동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
하다. 가구 특성을 상기해보아도 D4유형은 D2유형과 함께 가족생애주기상 후기정착시
기, 즉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D4유형 여성이 
어린 자녀의 돌봄과 시장노동을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노동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남성들의 가사시간이 긴 것도 아니다. D4유형 남성들의 가사시간은 저녁시간
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삼십분 정도의 가사시간으로는 행여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라
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아도 그러하다. D4유형 남녀의 노동시간은 다른 맞벌이가
구에 비해 짧은 편이라 가족공유시간이 길 것이라 예상되지만, D4유형 남녀모두 맞벌이

80) D4유형 여성은 D1.남녀표준형의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이 2시간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은 단지 48
분이 길고, D3.남성장시간·여성표준형의 여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이 1.6시간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은 
단지 18분만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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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평균값보다 작다. 특히 여성의 가족시간과 자녀와의 시간이, 물론 D2유형의 
장시간 노동하는 여성들보다는 길지만, D1, D3유형의 전일제 여성들에 비해서도 짧게 
나타난다. 

오히려 D4유형은 다른 맞벌이부부보다 노동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편이다. 특히 D4유형 여성은 전(全) 유형 여성 중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집단으로 꼽힌다. 이것은 아래에서 살펴볼 D4유형 여성의 노동시간의 배치가 원인일 
것이다. 다른 취업여성들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양은 작더라도 평일 사람들이 주로 모이
는 저녁시간대에 노동시간이 배치됨으로써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9.1 5.8 3.3
가사시간 0.6 3.4 -2.8
수면시간 7.5 7.8 -0.3
자기관리시간 3.1 3.0 0.1
적극적 여가시간 1.4 1.5 -0.1
소극적 여가시간 1.5 1.5 0.0
기타시간 0.8 1.0 -0.2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4 13.2 0.2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7 4.0 -0.3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9.8 20.7 -0.9
가족공유시간 1.6 2.1 -0.5
   자녀와의 시간3) 1.2 1.9 -0.7
기타지인과의 시간 2.6 1.2 1.4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0> D4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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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대별 분석 

[그림 4-22]의 D4유형 남녀 개인의 시간대별 활동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보면, D4유
형의 남성은 표준시간대에 일하는 남성들과 유사하나, D4유형의 여성들은 노동시간 배
치로 인해 표준시간대에 일하는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과를 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4유형 여성들의 오전시간대의 활동별 시간분포는 전업주부(M1, M2유형)들과 비
슷하다.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의 최빈상태는 가사노동으로 30~40%를 차지하며, 나머지
는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 자기관리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
다. 오후시간엔 늦은 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분포되어 있다. 일하는 시간양 자체는 D1, D
3유형의 전일제 여성들보다 적지만 D4유형 여성들의 일은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D1, D3유형 여성들의 퇴근 이후에도 노동상태에 있는 D4유형 여성들이 제법 많다. 자
세히 보면 점심시간 이후 여성들의 최빈상태는 유급노동으로, 이러한 상태는 자정 무렵
까지 지속되어 밤 9시~11시의 상태분포만 보아도 D4유형 여성의 18~40%가 노동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 D4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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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배열 분석 

다음으로 [그림 4-23]의 D4유형 남녀 대표배열 분석을 통해 이들의 하루일과를 관찰
해 보도록 한다. 

D4유형의 남성대표는 40대 사무직의 임금근로자로 스무살 아들, 고등학생인 딸의 두 자
녀를 두고 있다. 그의 아내는 집 가까운 곳 점포의 판매원으로 일한다. 이 날 남성대표는 아
침 7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준비를 한다. 남성대표의 부인은 어젯밤 늦게까지 일
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했다. 그래도 남성대표의 부인은 새벽 6시가 못되어 일어났다. 부
인은 아침에 일어나 딸의 등교를 돕고는 딸이 집을 나선 후 30분간 TV를 보다가 일어난 남
편을 보고는 다시 잠자리로 들어간다. 전날 늦은 퇴근으로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기에 몹시 
피곤할 것이다. 남성대표는 전형적인 화이트컬러의 근무패턴을 갖고 있다. 오전 8시10분전에 
집을 나서서 오전근무를 한 다음, 12시부터 한 시간의 점심시간 후 다시 오후근무를 한다. 
남성대표의 귀가시간은 저녁7시 반이다. 퇴근하여 홀로 저녁식사를 하고 있자니 아내가 저녁
밥을 먹으러 잠시 들렀다. 집 가까이에서 일하는 덕에 그래도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아내는 재빠르게 10분간 밥을 먹고는 곧장 다시 일을 하러 나간다. 자연스레 식후설거지는 
남성대표의 몫이다. 20분간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한다. 고등학생 딸아이와 고등학교 졸업 후 
판매원으로 일하는 아들 녀석도 아직 귀가전이다. 밤 9시부터는 홀로 TV를 본다. 한두 시간 
보다가 씻고는 잠자리에 든다. 남성대표가 잠든 이후 밤 11시가 넘자 아이들이 귀가한다. 이 
시간 남성대표의 부인은 아직 퇴근 전이다. 

D4유형의 여성대표도 40대로 남성대표의 배우자처럼 판매원으로 일한다. 여성대표의 남
편은 사무직의 고용주이다. 아들 둘과 함께 사는데 둘 다 성인으로 큰아들은 일을 하고 작은
아들은 대학생이다. 이 날 여성대표는 오전 8시가 다 되어 일어났다. 큰 아들과 아침상을 차
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이어 청소와 빨래까지 하니 1시간이 걸렸다. 오전 9시 반부터는 TV
를 보며 쉰다. 고용주인 남편은 새벽 6시가 못되어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 상태이다. 한 30분
간의 TV시청 후엔 오전 10시쯤 운동을 하려 집을 나섰다. 운동을 마치고 씻고 집에 돌아오
니 점심시간이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출근은 낮 1시에나 한다. 점심식사 이후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다. 여성대표는 이날 저녁식사 시간을 따로 갖지 못했다. 중간 중간 간식과 음
료를 먹은 것이 전부다. 밤 10시에 퇴근하여 돌아오니 남편이 씻고 있다. 남편은 한 시간 전
쯤 집에 들어왔다. 저녁 6시 퇴근 후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끝내고 귀가한 것이다. 여성대표
는 남편과 함께 간단히 요깃거리를 하고 밤 11시경 잠이 든다. 남편은 TV를 켠다. 한 시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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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혼자 TV를 보다가 자정 무렵 잠이 들었다. 한편 성인이 된 아들 둘은 알아서 저녁밥을 
챙겨먹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잠들었다. 

[그림 4-23] D4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D4유형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성의 단시간노동을 꼽고 이러한 노동패턴이 부부의 생
활시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생활 균형, 특히 일-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여성의 단시간노동으로 가구의 가사시간이나 가족시간이 확보
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D4유형 여성들은 가사나 자녀와의 시간 확
보를 위해 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단시간노동
(시간제노동)에 대해 연구한 신경아(2014a)는 여성의 단시간노동이 ‘40대 중반이후의 중
장년 여성 불안정일자리’,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의 가사와 임금노동을 병행하기 위
한 일-가정 양립의 대안으로서의 일자리’, ‘20대 초중반의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임시·대체 일자리’의 세 가지 일자리로 기능하는데, 가장 우세한 것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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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장년 여성들의 불안정 일자리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신경아(2014
a)의 해석과 일치한다. 이처럼 D4유형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들은 ‘직접적인’ 일-가정 
양립의 정책적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자녀를 다 키운 중장년 여성들로, 만연된 구조
조정과 경제위기로 남성의 직업지위와 가계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증가하는 서비스직 
노동시장에 뛰어든 경우이다. 이들은 최근의 맞벌이가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한다(김수정, 2015). ‘자율’과 ‘강제’ 사이에서 이 여성들의 노동은 어디
에 위치할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다른 관점의 세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장년여성’, ‘서비스·판매직’, ‘저녁시간대 노동’의 조합이 한국
사회의 괜찮은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하진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괜찮지 않은 일자리
에 가구소득 보충을 위해 반(半)강제적으로 투입된 여성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 가지 더 논하고 싶은 것은 단시간노동의 ‘낮은 질’과 ‘성별분리’ 현상이다. D4유
형은 9개의 유형 중 단시간노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집단이다. 하지만 D4유형
에서 보이는 단시간노동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후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많은 사
람들이 퇴근한 밤 9시에도 D4유형 여성들의 40%는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오후시간대에 배치된 노동시간 탓에 D4유형 여성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 
한편으론 그나마 덜 만나도 되는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일자리
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시간양이 적더라도 노동시간배치가 가족친화적이지 않다면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로 선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D5.남녀교대형과 
N.무노동형의 일부에게 드러나는 단시간노동 역시 이 집단들의 열악성을 고려하면 ‘괜찮
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특히 단시간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단시간
노동은 N.무노동형의 남성집단에서 일부 드러나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 않으며, D4유형
과 D5유형에서 나타나는 단시간노동은 모두 여성들이다. 전일제 노동 중심의 문화가 팽
배한 사회에서 단시간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긴 어렵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단시간노동자로 일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기 때문에 여성일자리로써의 단시간노동이 갖는 현실적 필요에 동의하면서도 여성
위주의 단시간노동이 미칠 성차별적 결과에 경계하는 이들이(국미애, 2012; 신경아, 201
4a, 이주희, 2012) 존재하는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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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5.남녀교대형  

가. 시간양 분석 

D5.남녀교대형은 1.9%(n=61)를 차지하는 소수유형으로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의 노동시간이 야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양만 보면 9.1시간으로 다
른 맞벌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활동별 시간양을 살펴보면 특이점들이 발견
된다. 우선, D5유형 남성의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9개 유형 중에서 가장 짧다. 이것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며 비표준시간대 노동비중이 제법 큰 장시간노동형 남성들도 
수면시간이 7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상기할 때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야간노동자의 
수면부족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다(Jamal, 2004; Presser et al. 2008). 
야간노동자의 수면부족은 신체적인 부문 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울감 증가나 집중력 부족의 원인이 되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노동의 질이 낮아
지고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부문이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1시간으로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같은 집단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4.3시간의 1/4에 지나지 않지만, 맞벌이 남성의 평균가
사노동시간이 고작 25분이라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함께한 사람별 시
간을 보아도 D5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과 자녀와의 시간은 각각 2.1시간, 1.4시간으
로 무노동형을 제외하고는 남성 집단 중 가장 높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표준시간노동
은 맞벌이부부의 시간조정으로 남성의 가족책임을 증가시키고 성별분리를 약화시킬 수
도 있으나(Han, 2004; La valle et al., 2002; Millward, 2002), 시간대와 성별에 따라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후자의 논리, 즉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젠
더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남성이 야간에 일하는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활동시
간은 주간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게 되고 야간노동자인 남성의 기여는 더욱 
축소된다는 것이다(Craig and Powell, 2011).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전자의 논리를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어도 남성의 생활시간양으로만 봐서는 D5유형 남성의 야간
노동은 남성에게 가족책임의 기회를 부여하고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가시간은 총 3.1시간으로 노동형의 다른 남성들의 평균치보다 길지만 소극적 
여가의 비중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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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남녀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길지만, 그 중에서도 D5유형은 
특히 길다. 20.1시간으로 9개 유형 중 가장 길게 나타난다. 또한 기타지인과의 시간은 
1.9시간으로 9개 유형 중에서 가장 짧다. 이것은 D5유형 남성의 야간노동이 지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들의 낮시간의 비노동상태가 적극적 여가로는 이어지기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9.1 4.3 4.7
가사시간 1.1 4.3 -3.2
수면시간 6.7 7.9 -1.1
자기관리시간 3.2 2.8 0.4
적극적 여가시간 1.3 1.6 -0.3
소극적 여가시간 1.8 1.8 -0.1
기타시간 0.8 1.2 -0.4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4.0 13.3 0.7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9 4.6 -0.8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20.1 19.0 1.1
가족공유시간 2.1 3.2 -1.1
   자녀와의 시간3) 1.4 2.9 -1.5
기타지인과의 시간 1.9 1.8 0.1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1> D5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나. 시간대별 분석 

[그림 4-24]은 D5유형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보여준다. 앞서 여
러 번 언급한대로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 남성의 시간표는 매우 특수하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시간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후 8시경부터 오전 9시까지 다른 이들이 
잠잘 시간에 D5유형 남성들은 주로 일을 하며, 다른 이들이 일하는 시간인 오전 9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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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오후 5-6시까지 이들은 주로 잠을 잔다. 다른 남성들에 비해 긴, D5유형 남성의 가
사노동시간은 주로 낮시간대에서 저녁시간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시간대에 자녀를 돌보
고 가족공유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림 4-24] D5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반면 여성의 분포상태를 보면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경의 주간시간대에 일의 비중이 
약 30~40%, 가사노동의 비중이 20~30%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앞서 노동시간특성
에서 살펴본 대로 D5유형 여성에는 전업주부들과 주간에 단시간 노동하는 여성들이 섞
여 있다. D5유형 여성들의 단시간노동은 D4유형 여성들의 오후시간에 집중된 단시간노
동과는 달리 주간에 배치되어 있어 시간배치로만 본다면 선호될만한 일자리이다. 하지만 
D5유형 집단이 가지는 열악성(낮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저연령)을 고려하면 일자리의 
질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소수이다. 소수유형인 D5유형 중에서
도 일부이기 때문이다. 실상 D5유형 중 일하는 여성은 노동시간이 주간에 배치되어 있
기 때문에 야간에 일하는 남성들과 교대로 바통을 터치하며 살아간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일치된 노동시간을 갖는다(Staines and Pleck, 



- 148 -

1983; Lesnard, 2008: 450 에서 재인용). D5유형에서 나타나는 교대형의 패턴은 부부
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강제된 시간표일 가능성이 
높다.

다. 대표배열 분석 

[그림 4-25]을 통해 가장 중앙에 위치한 D5유형 대표배열들의 활동별 시간표를 관찰
해보기로 한다. 

D5유형의 남성대표는 40대의 생산직 근로자로 야간에 일을 한다. 중고생 자녀를 한명 두
었으며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이 날 남성대표는 밤새 일한 후 다른 이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9시쯤 퇴근했다. 집에 오니 아이는 학교에 가고 없고 아내가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남성대표의 부인은 아침 6시 반쯤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아이 등교를 도왔
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엔 TV를 보면서 남편을 기다렸다. 아침 9시에 퇴근해 돌아온 남편
의 아침상을 차려주고는 다시 TV시청을 한다. 그 사이 남성대표는 아침밥을 먹고 씻는다. 부
인이 아침상을 치우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야간근무을 마치고 온 남성대표는 잠을 잔다. 남
성대표가 잠자리에 든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다. 남성대표의 부인은 집안일을 마친 후 잠
시 친구와 통화도 하고 TV를 보다가 잠을 청한다. 남성대표의 부인이 잠든 시각은 오전 11
시 10분 전이다. 부인은 두어 시간 자다가 낮 1시 반쯤 깼다. 점심밥을 차려먹고 다시 TV를 
보다가 낮 3시쯤 다시 잠이 들었다. 약 3시간의 수면 후, 저녁 7시에 일어나는 남편보다 한 
시간 이른 저녁 6시경 일어나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일어난 남편과 같이 저녁밥을 먹는다. 
남성대표는 저녁 8시쯤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한다. 부인은 학교에서 돌아온 중고생자녀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한다. 밤 10시부터는 한 시간쯤 TV시청을 하며 쉬다가 못 다
한 집안일을 마저 하였다. 다시 1시간 가량 TV를 보다가 새벽1시경 잠이 들었다. 

D5유형의 여성대표는 20대로 미취학자녀만 둘이다. 서비스·판매직의 임금근로자로 주20
시간 단시간 일한다. 여성대표의 남편은 야간근무를 하는 생산직 노동자이다. 여성대표의 벌
이는 월100만원 미만이며 남편의 벌이도 10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서 가구의 월소득은 3
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어린 아이도 둘이 있고 월세살이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이 날, 남편은 밤 10시가 넘어 출근해서는 오전 8시에 퇴근하였다. 여성대표는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 오전 7시경 잠에서 깼다.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미취학자녀 
둘의 등원준비도 서두른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은 밥을 먹고는 곧장 잠이 든다. 남편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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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든 시각은 오전 8시다. 여성대표는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11시에 출근을 한
다. 퇴근시간은 4시30분이다. 여성대표가 퇴근해 장을 봐 오는 사이 남편은 아이 둘을 어린
이집에서 데려온다. 여성대표가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는 남편은 잠이 들었다. 남편에게 아
이 둘을 ‘넘겨받은’ 여성대표는 저녁 먹기 전까지 TV를 보며 쉰다. 저녁 6시가 되자 아이 둘
과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후엔 할 일이 많다. 설거지 뒷정리부터 아이들과 놀아주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모두 여성대표의 몫이다. 네 식구가 한 집에 있지만 남편은 잠을 자
야하니 부재중이나 마찬가지다. 아이 둘을 하원시키고 저녁 5시경 잠이 든 남편은 다섯 시간 
잠을 자고는 밤 10시쯤 일어났다. 저녁밥을 먹고는 출근준비를 서두른다. 남편은 밤 10시30
분 야간일을 위해 집을 나섰다. 남편의 출근 후 남편의 식사뒷정리를 대강 마친 후 밤 11시 
여성대표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림 4-25] D5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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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이 노동자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수면부족, 육체적 피로, 사회
적 관계의 단절, 우울감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곽경민 외, 2015; Jamal, 2004; Presser et al. 2008). 더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야간노동은 본인 
뿐 아니라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우자 생활리듬의 교란’이다. 남성대표 부부의 생활을 보면, 전업주부인 여
성배우자가 야간노동을 하는 남편과 더불어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난다. 우선 활동시간이 매우 분절적이다. 이 여성의 수면시간은 무려 12시간이 넘는
데 비슷한 비중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81). 또한 수면전의 활동은 TV시청, 단순휴
식의 소극적 여가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낮 시간 남편의 취침시간에 드러나는 부인의 
수면은 밤 시간의 수면부족으로 잠을 보충하는 것이고 수면전의 TV시청은 잠을 청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남성대표의 부인은 아이들을 다 키운 전업주부인데 적극적 여가라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가 전부이며, 남편을 보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는 시간의 비중
이 매우 크다. 남편의 출퇴근시간에 나타나는 아침과 저녁시간대의 가사노동은 전업주부
의 일반적인 패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 활동 없이 수면이나 집안에서의 소극적 활동으
로만 채워지는 낮 시간은 밤새 일하고 돌아온 남편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대기’의 의
미도 가질 것이다. 이렇듯 야간근로자 남편을 둔 배우자는 주간생활자 또는 야간생활자
도 아닌, 이 둘의 중간 지점에서 수면과 소극적 여가, 가사노동으로만 채워진 분절적인 
시간표를 갖게 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평균 시간양만 보면 D5유형 남성은 9개 유형 중 여성외벌이 남성
과 함께 1시간이 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남성 집단으로 가족책임에 대한 기여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5유형 남성의 가사시간은 어린자녀들의 귀가시간이자 주간노동
자의 퇴근 전인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 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일하는 배우자의 퇴근 
전 가족책임을 이 남성들이 수행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건 배우자 부재시에 나타나는 
조건적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D5유형 여성의 활동시간 최빈상태와 여성대표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1교대의 유급노동을 마친 뒤에는 곧장 2교대의 가
사노동으로 진입한다. 특히 D5유형은 맞벌이부부 중 2,30대가 가장 많으며, 가족생애주
기상으로도 가족성립기, 즉 막내자녀가 미취학자인 비중이 30%이상으로 가장 높다. D5

81) D5유형의 대표남성의 부인은 12:50~06:30(5.7hr), 10:50~13:30(2.7hr), 14:40~18:50(3.8hr)의 세 
차례에 걸쳐 12시간 10분동안 수면상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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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서비스판매직의 단시간노동자인 여성대표만 해도 미취학자녀만 두 명이다. 여성
대표는 야간근무 전 잠을 자는 옆방의 남편에게 가사노동을 요청할 순 없고(물론 남편은 
여성의 퇴근전 30분간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퇴근 이후 홀로 어린자녀 둘과 씨름을 
했을 것이다. 이 여성대표의 유급노동시간은 5시간뿐이지만 가사노동을 합하면 무려 13
시간이 넘는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의 부재시 비표준시간대 노동으로 남성의 가족책임시
간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조건적 행동일 가
능성이 높다.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며, ‘부재하지는 않으나 부재나 다름없는’82) 
남성의 상황은 오히려 여성의 심리적 갈등과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다.       

2. 남성외벌이(M1, M2)의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1) M1.남성장시간형  

가. 시간양 분석 

M1.남성장시간형은 전체의 33.7%(n=1,05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통
적인 남성외벌이 가구이다. <표 4-12>을 보면 남성의 노동시간은 10시간인데 비해 여성
에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의 가사시간은 6.5시간으로 9개 유형 중 가장 길다. 반
면 남성의 가사시간은 24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녀의 노동과 가사시간만 보아도 M1유
형 부부의 시간표가 철저히 ‘남성-시장노동’, 여성-가사‘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면과 여가시간 등 다른 활동시간들을 살펴보면 M1유형의 전업주부 여성들은 외벌
이남성이나 취업여성들과 비교할 때 단연 여유로워 보인다. 우선 수면시간은 M1유형 남
녀 각각 7.2시간, 7.8시간으로 남성의 수면시간은 평균치보다는 짧은 편이나 여성은 좀 
긴 편이다. 맞벌이 여성과 비교해 봐도 전업주부 여성들은 반시간은 더 수면을 취한다. 
또한 24시간에서 수면과 자기관리의 필수시간과 유·무급 노동시간을 제외한 재량시간을 
비교하면 외벌이 남성은 3.2시간뿐인데, 여성은 두 배가 넘는 6.5시간에 달한다. 이처럼 
여가시간양을 비교해 봐도 외벌이 남성이나 맞벌이 여성들보다 전업주부의 여가시간은 
두 배 이상 길다. 

82) D5유형의 대표여성 가구의 사례처럼 야간근무를 위해 수면을 취하고 있는 남편은 분명 같은 공간
에 있지만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부재중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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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10.0 0.1 9.8
가사시간 0.4 6.5 -6.1
수면시간 7.2 7.8 -0.5
자기관리시간 3.2 3.1 0.1
적극적 여가시간 1.3 2.6 -1.3
소극적 여가시간 1.2 2.3 -1.0
기타시간 0.7 1.6 -0.9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5 13.1 0.4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2 6.5 -3.3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8.9 18.0 0.8
가족공유시간 1.5 4.4 -2.9
   자녀와의 시간3) 0.9 4.6 -3.7
기타지인과의 시간 3.6 1.5 2.1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2> M1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그러나 시간양만으로 전업주부 여성들이 여유롭다고 결론내려도 될까?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여가시간, 특히 어머니의 여가시간은 가사나 돌봄 등의 다른 활동과 동시에 진행
되거나 잦은 전환으로 훼손(contamination)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Bittma
n and Wajcman, 2000). 여가시간양이 높더라도 동시행동과 잦은 전환으로 오히려 더 
분주하고 바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전업주부라도 가족책임의 정도에 따라 시
간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별 시간양으로 확인되는 M1유형 여성의 
여유로움에 대해선 본 연구의 이어지는 분석과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함께하는 사람별 분석 중 기타지인과의 시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
난다. 남성의 경우 기타지인과의 시간이 3.6시간으로 9개 유형 중 가장 긴데 반해, 여성
은 1.5시간으로 9개 유형 중 가장 짧다. 남성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하지
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여성은 전업주부이며 여가시간이 하루5시
간으로 취업남녀에 비해 두 배 이상 긴 데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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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장시간이지만 노동시간이 표준시간대에 주로 배치되어 있어 사람
들이 모이는 저녁시간대 활용이 용이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있기에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에 ‘짬짬이’ 시간
이 날지언정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통시간’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기타지인
과의 시간은 노동시장참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의 노동인력에 포함된다는 
것은 거대한 사회적 리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져 사회
적 관계의 양이 커지고 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Cornwell, B. and 
Warburton, 2014). 

 
나. 시간대별 분석 

다음으로 [그림 4-26]을 통해 M1유형 남녀의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와 최빈상태
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남성의 활동시간의 분포는 표준시간 노동하는 D1유형의 남성
과 거의 흡사하다. 단 최빈상태를 보면 노동에서 다른 활동으로의 전환이 D1유형은 저
녁 7시경에 나타나는데 비해 M1유형 남성은 한 시간 정도 늦게 서야 나타나는 것이 확
인된다. 이것은 M1유형 남성의 노동시간이 약 1시간정도 더 긴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한 시간 정도 늦춰졌다 뿐이지 M1유형 남성 역시 D1유형 남성과 비슷하게 
퇴근 이후부터 1시간가량 자기관리시간이 최빈상태가 되며, 그 이후부터 자정까지 두 시
간은 TV시청, 단순휴식의 소극적 여가시간이 최빈상태가 된다. 

반면 여성은 남성이 노동상태에 있는 동안 가사로 시간을 보낸다. 점심시간을 제외하
면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M1유형 여성의 절반가량은 가사노동상태에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기타시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양상을 띤다. 최
빈상태 plot을 통해서도 주간시간대에 M1유형 여성의 절반가량이 가사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낮 시간의 한 시간 반가량을 제외하곤 M1유형 여
성의 최빈상태는 가사노동이며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한시간은 소극적여가가 최빈상태
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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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M1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다. 대표배열 분석 

 [그림 4-27]은 M1유형의 남녀 대표와 그 배우자들의 하루일과를 보여준다. 

M1유형 남성대표는 40대로 서비스·판매직의 임금근로자이며 외벌이 남성이다. 미취학자
녀를 포함하여 초등학생 자녀까지 애가 셋이다. 부부는 모두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찬성하는 편이다. 부부가 돌봐야 할 어린 아이들이 셋
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성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이 부부의 시간표는 남성대표는 유급
노동을, 배우자는 가사노동의 역할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이 날 부부는 오전 7시경 함께 일어났다. 남성대표는 일어나자마자 씻고 출근준비를 하
고 집을 나선다. 집을 나선 시각은 7시40분이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20분이 걸린다. 아침식
사는 회사 앞에서 간단히 때운다. 한편 남성대표의 부인은 아침 7시에 기상하자마자 식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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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터 한다. 그러고는 12살, 10살인 아이들을 먼저 깨운다. 애들 아침식사를 봐주며 남편 
출근준비도 도와주었다. 애들은 10분간 밥을 먹고는 곧장 7시 반에 학교에 간다. 애들을 보
낸 후 30분간 설거지를 하며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 8시20분쯤 막내가 일어난다. 막내를 돌
보다가 오전 9시부터는 TV를 본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기에 중간에 간식을 먹었다. 10시 
반부터는 청소를 한다. 청소와 뒷정리까지 마치니 정오가 되었다. 20분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후 혼자 점심을 먹었다. 큰 애들 하교시간에 맞추어 학교로 이동한다. 1시30분에 아이들
을 만나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들른다. 치료하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
다. 집에 돌아오니 4시가 넘었다. 첫째와 둘째는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씻고는 쉬면서 간식
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 20분간 통화를 하고 TV를 틀었다. 6시 반이 되자 자전거 타러
나간 첫째와 둘째가 들어온다. 막내를 돌보다가 저녁 7시에 귀가할 남편의 퇴근시간에 맞춰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식사준비엔 40분이 걸렸다. 그 사이 남성대표는 퇴근을 했다. 퇴근하
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저녁식사를 기다리며 TV를 본다. 저녁 8시 온가족이 다 같이 저
녁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친 남성대표와 첫째와 둘째는 TV를 본다. 그 사이 부인은 막내를 
씻기고 둘째의 잠자리를 봐준다. 첫째와 남편은 아직 TV시청 중이다. 밤 10시가 되자 첫째도 
자러 들어간다. 첫째까지 자는 것을 보고 부인은 간식을 먹는다. 부부는 30분쯤 함께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M1유형의 여성대표는 30대의 전업주부로 자녀가 셋이다. 첫째는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
이고 둘째와 셋째는 아직 미취학상태이다. 남편은 생산직의 임금근로자로 일한다. 여성대표
의 남편은 가족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시간인 새벽 6시20분에 일어나서 20분간 출근준비를 
마치고는 집을 나선다. 출근에는 30분이 소요된다. 회사 앞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오전 7시3
0분부터 일을 시작한다. 남편이 일을 시작할 때쯤인 7시20분경 여성대표도 일어난다. 일어나
자마자 식사준비를 하고 큰 애를 깨우면서 가사노동을 시작한다. 세 아이들의 식사와 큰아이 
등교까지 봐주고 여성대표는 9시50분이 되어서야 아침식사를 한다. 30분간 밥을 먹고 오전 
10시20분부터는 설거지를 한다. 30분 만에 설거지와 뒷정리를 마친 후 오전 10시50분부터는 
청소를 시작한다. 30분간의 청소이후 다시 30분간 빨래를 했다. 정오가 되자 이 날은 점심식
사 대신 간식을 먹는다. 간식을 먹으며 친구와 20분간 통화를 한다. 통화 이후 씻고 다시 아
이를 돌본다. 줄곧 아이를 보다가 낮 2시에는 집을 나와 슈퍼에 들렀다. 쇼핑에는 이동시간
까지 30분이 걸렸다. 필요한 물건을 산 후 다시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본다. 2시 반부터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었다. 3시부터는 20분간 아이가 먹은 이유식거리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했다. 정리 후엔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며 돌본다. 오후 4시경부터는 집안정리를 한다. 이십 
분간의 정리를 마친 후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저녁 5시부터는 30분간 저녁식사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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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준비를 마친 후엔 아이들 밥을 먼저 먹인다. 그러고는 6시40분부터는 여성대표도 저녁
식사를 한다. 남편은 아직 귀가 전이다. 40분간 밥을 먹고는 설거지까지 마치고 주방정리를 
한다. 정리를 마치자 저녁 8시, 남편이 퇴근했다. 돌아온 남편이 씻고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대표여성은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놀아준다. 남편은 식사이후 곧바로 TV 앞으로 간다. 남
편이 9시부터 40분간 TV를 보는 사이 여성은 애들을 씻기고 본인도 씻는다. 여성대표가 씻
고 나오자 남편도 간단히 씻은 후 밤 10시10분, 잠자리에 들었다. 10분후 여성대표도 잠자리
에 든다. 

[그림 4-27] M1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대표가구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7.2시간, 11.7시간으로 ‘가사의 장시간노동
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사분담은 단 10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83). 물

83) 남성외벌이 가구는 가족생애주기상 막내자녀가 미취학자녀인 경우가 38.2%로 전체평균 25.7%에 
비해 매우 높으며 미취학자녀만 있는 경우도 27%에 달한다. 따라서 이 집단엔 자녀양육의 부담이 
높은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M1유형에 속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간표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M1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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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M1유형 남성들의 평균노동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한다. 가사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
는 여성들의 남성배우자 역시 각자의 일터에서 장시간노동을 하고 귀가하는 것이다. 이
들에게 아내와 식사준비를 함께 하고 식사 후 TV시청을 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하긴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남성들의 재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밤 9시에나 주어지는 휴식의 시간에 가사분담을 해야 한다고 종용하긴 어렵
다. 

가사분담에 대한 외벌이 남성들의 정서적 장벽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외벌이로서의 
부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하루살이를 유지했다는 자위감에 근거할 것이다. 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벌이를 홀로 전담하는 것은 부담이며, 이 부담은 가족책임이 커
질수록, 즉 자녀수가 증가하고 전업주부인 아내가 전담하는 ‘가사의 장시간노동’이 증가
하는 만큼 더 커질 것이다(Eggebeen and Knoester, 2001; Kaufman and Uhlenber
g, 2000). 또한 최근의 한국사회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이 갖는 자위감은 일면 이
해될 만도 하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노동시장 탓에 외벌이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
려운 일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이다(김수정, 2015, 신경아, 2014b; 최선영·장경섭, 2012).  

M1유형 여성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5시간이 넘고 이는 M1유형 남성의 두 배이다. 
그러나 대표가구 여성의 하루일과를 보면 자녀를 돌보느라 오히려 장시간노동하는 외벌
이 남편들보다도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10세미만의 어린자녀만 셋인 여성대표의 경우, 
여유 있는 식사시간 확보도 어려워 돌봄 노동 사이사이 간식과 음료섭취로 끼니를 때운
다. 여가시간의 질은 고사하고 시간양조차도 친구와의 전화통화 20분만이 확보된, ‘여가
의 극빈곤층’이다. 그나마 남성대표의 여성배우자는 세 자녀 중 두 자녀는 열 살을 넘어
서 여성대표보다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여성의 여가시간도 가사노동의 
틈 사이 식사대신 간식을 먹으며 TV시청을 하거나, 자녀의 하교와 병원치료를 위한 외
출 뒤 아무것도 안하고 쉬다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 사실상 ‘분주함’ 사이의 
휴식, 돌봄의 대기상태가 여가로 명명된 경우로 가족구성원의 지원요청을 대기하는 상태
에서의 활동들을 순수한 여가시간이라 보긴 어려워 보인다. 

형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대표가구들만 보아도 두 가구 모두 미취학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3명으
로 여성들의 하루일과는 돌봄 중심의 가사노동으로 늦은 시각까지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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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2.남성오후근무형  

가. 시간양 분석 

M2.남성오후근무형은 4.4%(n=138)를 차지하는 남성외벌이의 한 유형으로, 노동시간
이 오후시간대에 주로 배치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4-13>의 활동별 시간양만 보면 
M2유형은 바로 앞서 살펴본 M1유형과 매우 비슷하다. M2유형 남성의 노동시간이 M1
유형 남성보다 반시간 짧고 수면시간이 반시간정도 더 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M1과 
M2유형 외벌이 남성들의 활동별 시간양의 분포는 거의 흡사하다. M1, M2유형 여성들
의 활동별 시간도 서로 비슷하다. 다만 M2유형 여성 중에 일부 단시간의 유급노동을 하
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M2유형 여성이 1.3시간의 노동시간을 갖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물론 그 덕에 M2유형 여성의 소극적 여가시간이 M1유형 여성보다는 다소 적게 
1.8시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들의 유급노동시간이 거의 없고 가사노동에 6시간 이
상을 할애한다는 것은 M1유형과 M2유형 여성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9.4 1.3 8.1
가사시간 0.4 6.0 -5.6
수면시간 7.9 7.7 0.2
자기관리시간 3.0 3.2 -0.2
적극적 여가시간 1.5 2.5 -1.0
소극적 여가시간 1.2 1.8 -0.6
기타시간 0.7 1.4 -0.8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3.1 13.1 -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3.4 5.7 -2.4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20.0 17.4 2.6
가족공유시간 1.5 5.0 -3.5
   자녀와의 시간3) 0.4 4.4 -4.0
기타지인과의 시간 2.5 1.7 0.9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3> M2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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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M2유형 남성의 노동시간배치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쳤음이 드러난다. 우선 M2유형 남성의 혼자 보내는 시간은 2
0시간으로 M1유형 남성보다 한 시간이상 길다. 비록 취업남녀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20시간이 넘는 경
우는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과 오후에 노동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M2유형 남성뿐이다. 
M2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은 1.5시간으로 M1유형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D3유
형의 장시간노동 남성(1시간) 다음으로 적은 수치이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1명이상인 가
구에 한해 조사된 자녀와의 시간은 24분으로 D3유형 남성과 동일한데, 이 역시 9개 유
형 중 가장 낮다. 종합해보면 M2유형 남성은 노동시간양 자체는 D1유형의 표준형 남성
과 비슷한데, 노동시간의 배치로 인하여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 
남성과 비슷하게 길고, 가족공유시간은 10시간 이상 장시간노동하는 남성들만큼 짧게 나
타난다. 

나. 시간대별 분석 

이어서 [그림 4-28]을 통해 M2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와 최빈상태를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여성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남성외벌이형인 M1유형과 M2유형 간 
별 차이가 없다. M2유형 여성들도 주간시간 내내 가사노동이 30-50%정도의 최빈상태로 
기록되다가 밤 9시 이후 소극적여가의 비중이 최빈상태로 나타나 M1유형 여성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띤다.   

남성의 경우는 다르다. 먼저 M2유형 남성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오후
시간대에 노동시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활동시
간들은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것은 표준시간대에 일하는 남성들이 퇴근 이후의 밤
시간대에 다른 활동시간을 갖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사회적 리듬에 따라 우리는 저녁
시간대에 가족시간과 여가시간이 배치되길 기대한다. 분석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일
의 시점별 활동상태의 비중을 산출해 보면 오후 8시에서 11시경에 전체의 30~46%가 여
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는 저녁식사와 연결되는 밤 시간대의 여가시간활용
이 가장 빈번한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밤 9시에도 90%가량이 노동상태에 있는 M2유형 
남성의 노동시간조건은 이러한 시간배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여가시간의 경우 대부
분의 유형에서 비록 늦은 시각일지라도 저녁시간대에 한 번씩은 최빈상태로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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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M2유형 남성은 단 한 번도 최빈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가시간이 단 
한 번도 최빈상태로 나타나지 않는 남성 유형은 9개 유형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D3유
형,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 그리고 바로 오후근무형의 M2유형 세 개 유형이다. 이 유
형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유형들이기도 하다. 

[그림 4-28] M2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M2유형 남성의 시간대별 활동과 함께하는 사람별 분포를 보면, 시간양 만큼이나 사
회적 리듬과는 유리된 시간배치(야간노동, 오후근무)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교제와 여
가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M2유형 남성은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1/3로 남
성전체 평균(17.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가족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시간들을 향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기도 하다. Presser(2003)는 24시간 사회를 이끄는 경제요인으로 서비스산업의 확대를 
지목하였다. 다른 직군보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양 뿐 아니라 노동시간배
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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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배열 분석 

다음으로 [그림 4-29]를 통해 M2유형 남녀 대표의 하루시간표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M2유형의 남성대표는 40대로 17세의 딸, 16세의 아들을 둔 생산직 임금근로자이다. 월
소득이 200~300만원이고 월세살이를 하며 남자-일, 여자-가정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지
지한다. 부인은 30대로 전업주부이다. 이 날 남성대표의 부인은 이른 아침 6시20분에 눈을 
떴다. 일어나자마자 식사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깨운다. 고등학생인 아이 둘은 일어나자마
자 아침을 먹고는 등교준비를 서두른다. 둘째인 아들은 20분 만에 준비를 마치고 7시10분에 
집을 나선다. 첫째 큰딸은 8시에 등교한다. 아이들 먹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까지 마치니 오전 9시가 되었다. 남성대표는 이 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일어
나자마자 씻고 부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아침식사 후에도 부인은 남성대표의 출근준비
를 돕는다. 남성대표는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다. 부인은 남편이 출근 한 후에야 아침설거지
를 한다. 못 다한 청소와 세탁물 정리를 마치니 11시 반이 넘었다. 오늘은 부모님 댁에 가서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 외출준비를 하고 낮 12시에 집을 나섰다. 12시40분에 부모
님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마트로 이동한다.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 오니 오후 3시 반이다. 점심을 걸렀기에 부모님 댁에서 간식을 먹었다. 4시10분부터는 
부모님이 드실 밑반찬을 만든다. 설거지 뒷정리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이 올 시간이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40분
이다. 오자마자 저녁식사준비를 한다. 저녁 7시가 넘어서자 애들이 집에 들어온다. 저녁 7시
30분부터는 아이들과 식사를 한다. 마침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
누며 교제시간을 갖는다.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성대표의 부인은 이 날 처음으
로 혼자만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집안에서 혼자 운동을 한다. 한 시간쯤 운동을 하고 밤 9시
50분에 아이들 방에 간식을 갖다 준다. 그러고는 미뤄놓은 설거지와 주방정리를 한다. 집안
일을 마친 뒤, 밤 10시50분에 친구와 잠시 통화를 하였다. 남편은 11시50분에 회사에서 나
왔다한다.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린다. 

M2유형의 여성대표는 30대로 미취학자녀만 둘을 둔 전업주부이다. 남편은 사무직종의 
고용주이다. 외벌이지만 자가 소유상태이고 월소득도 400-500만원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부
족하진 않아 보인다. 남편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반대하고 여성대표도 반대하는 편이나 
본인이 직접 아이를 키우는 대신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84). 이 날은 오전 7시30분에 

84) 여성대표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자녀양육’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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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먼저 일어나 씻으러 간다. 곧이어 여성대표도 일어나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여성대표
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다. 세면을 마친 남편도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중간에도 여
성대표는 아이를 돌보면서 아침식사를 한다. 그 사이 아침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을 나선다. 
남편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9시이다. 여성대표는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30분부터 설거
지를 하고 곧이어 청소를 하였다. 청소 후엔 외출준비를 한다.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외출준
비에 한 시간이 걸렸다. 11시에 집을 나서 마트에 간다. 아이와 이것저것 둘러보고 장을 본 
다음 점심식사 전에 귀가한다. 아이를 돌보다가 낮 1시 반이 되자 점심밥을 먹는다. 30분간 
밥을 먹고 30분간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까지 마친다. 2시 반부터 아이를 돌봤다. 오후 3시쯤 
아이가 잠들었는지 혼자만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인터넷 정보검색도 
한다. 1시간 반쯤 혼자만의 여가를 보낸 후 음식준비를 하고 있자니 아이가 일어났나보다. 
오후 5시이다. 여성대표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며 저녁식사준비를 한다. 6시 반에는 저녁밥을 
먹었다. 설거지와 뒷정리를 마치고는 7시 이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놀아준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운다. 아이가 잠든 시간은 밤 9시이다. 남편은 아직 
퇴근전이다. 20분간 집안정리를 한다. 집안정리 후 씻고 나니 밤 9시40분이다. 한 시간쯤 TV
를 보고 있으니 밤 10시30분 남편이 들어온다. 남편은 저녁 7시쯤 회사근처 식당에서 저녁
밥을 먹고는 회사로 돌아가 두 시간 넘게 야근을 하고는 퇴근할 것이다. 10시30분 남편이 
집에 들어온 시각, 아이들은 이미 잠든 상태다. 남편은 10분간 재빠르게 씻고는 TV앞에 앉는
다. TV시청 중 여성대표는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85). 이 부부는 밤 11시30
분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85) 여성대표 부부는 22:40부터 함께 TV시청을 한다. 이 부부는 아마도 같은 공간에서 TV를 보다가 
서로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다. 여성대표의 경우 23:00부터 30분간 배우자와의 대면교제로 기록하였
지만 남편은 혼자만의 TV시청으로 기록하였다. 한 장소에서 행동을 공유하였지만 주행동과 함께하
는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부인과 남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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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M2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가족과 저녁시간에 모여 ‘집밥’을 함께 하길 소
망한다. 여가와 관계의 시간들, 특히 가족시간은 저녁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사회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적으며 아버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
니지만, 특히나 M2유형 남성은 오후에 집중된 노동시간배치로 이 같은 시간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 M2유형에는 젊은 부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생애주기 상으로도 
가족성립기, 즉 막내자녀가 미취학자녀인 가구의 비중이 40%이상으로 매우 높다. 따라
서 M2유형에는 남성의 가사참여, 아버지시간이 더욱 요청되는 생애주기에 놓여있는 가
구가 많을 것이다. 독립 전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족부양의 조건과 보육·교육시설의 돌봄
이 종료된 저녁시간, 부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시간조건은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
장의 조건과 맞물려 노동시장이탈을 야기하고 남성외벌이의 시간표를 조장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에는 여전히 여성이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성이데올로기와 가족주의에 
기반한 직접돌봄의 선호, 노인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미발달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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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노동시간 조건’, ‘노동시장의 성차별’, ‘전통적인 
성이데올로기’, ‘사회서비스의 부족’, ‘가족돌봄에 대한 선호’는 사실 모두  M2유형 대표
가구 분석을 통해 뽑아본 키워드이다. 대표가구들의 특성과 활동별 시간의 구성을 보면 
언급한 키워드가 작용하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M2유형 남성대표는 자정까지 일을 
해야하는 생산직 근로자이고(‘가족친화적이지 않은 남성의 노동시간’) 청소년기 두 자녀
를 두었으나 월소득이 200-300만원의 월세살이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런 상황
이다. 하지만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여성의 낮시간은 부모님댁에서의 가사지원으로 채워
져 있으며(‘사회서비스의 부족’,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남성의 노동시간’), 대표남성은 전
통적 성역할에 적극찬성하며 부인도 찬성하는 편이다(‘전통적인 성이데올로기’). M2유형 
여성대표는 대졸자로 고졸인 남편보다 교육수준이 높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 여성대표의 
남편은 고용주로 400-5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수도권의 자가주택 소유자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노동시장의 성차별’, ‘남성위주의 내부노동시장’, ‘고학력여성
의 노동시장진입 장벽’). 여성대표 가구 부부는 전통적 성역할태도에는 반대하지만, 여성
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양육’에 답하였다(‘실질적인 보육서비스의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돌봄 선호’) 

자녀양육기에 있는 부부에게 남성의 노동시간이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했던 키워드가 가구의 조건과 상황
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남성에게 저녁시간대의 가족책임을 
기대조차 못한다는 것은 여성일방의 엄청난 부담과 젠더갈등을 수반할 것이다. 장시간노
동자, 맞벌이부부, 야간근로자의 시간빈곤과 열악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M2유형와 같은 오후시간노동자는 장시간노동자도 아니고 완전한 야간 근
로자도 아닌 ‘애매함’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시간대의 노동시간은 
서비스업의 증가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Presser, 2003). 다양한 시간배치와 이것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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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형(F, N)의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1) F.여성외벌이형   

가. 시간양 분석 

F.여성외벌이형은 여성이 유급노동을 전담하는 유형으로 전체의 2.7%(n=84)를 차지
하는 소수유형이다. <표 4-14>를 통해 외벌이여성의 활동별시간을 보면, 표준시간대에 
일하는 D1유형 여성과 비슷하다. 다만 외벌이여성의 노동시간은 8.9시간으로 D1유형 여
성보다 한 시간 더 길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급노동이 한 시간 긴 대신 가사시간은 한 
시간 적은 1.6시간이기 때문에 총 노동시간은 약 10.5시간으로 비슷하다. 이외의 다른 
활동시간들, 즉 10시간의 필수시간(수면과 자기관리시간), 두 시간을 좀 넘는 여가시간의 
구성은 D1유형의 표준형 맞벌이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여성외벌이의 대칭 유형은 남성외벌이형일 것이다. 두 유형 모두 각각의 남녀 배우자
들이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을 안 하는 배우자들의 생활시간은 매우 
다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남성외벌이가구 여성배우자들의 주된 활동이 ‘가사’라면 여
성외벌이가구 남성배우자들의 주된 활동은 ‘여가’이다. 외벌이 여성을 둔 남성배우자들의 
노동시간은 0.4시간으로 매우 적지만 이들의 가사시간은 1.6시간으로 이것은 8.9시간 직
장에서 일하고 온 외벌이 여성과 동일하다.86). 이처럼 유·무급 노동시간에 단 두 시간만
이 할애되기 때문에 여성외벌이가구의 남성배우자들은 수면 및 여가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들 남성의 수면과 자기관리의 필수시간은 11.8시간으로 전체의 필수시간 1
0.7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이 길다. 여가시간도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시간이 각각 4
시간이상으로 총 8.4시간이 쓰여 외벌이여성의 노동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여성들이 일
을 하는 만큼 남성배우자들은 여가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F유형 남성들의 혼자보내는 시간은 18.9시간으로 나타
나 긴 편에 속한다. 전체 남성 평균시간보다 혼자보내는 시간이 두 시간가량 길며, 맞벌
이남성, 외벌이남성들보다도 반시간이상 길게 나타난다. F유형 남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

86) 여성외벌이 가구 남성의 가사시간 1.6시간은 9개 유형의 남성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으로 꼽힌다. 
남성전체의 가사노동시간은 36분이며 한 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을 보이는 남성유형은 F.여성외벌이 
남성 1.6시간, N.무노동형 1.4시간, D5.남녀교대형 1.1시간의 3개 집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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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가시간이 8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벌이 여성들의 가족공유시간과 자녀와의 
시간은 각각 1.7시간, 1.2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짧다. 이것은 F유형에 고연령
층이 많으며, 가족생애주기상으로 자녀성인기에 놓인 가구와 무자녀가구가 F유형의 절반
을 차지하는 것과도 유관할 것이다.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0.4 8.9 -8.5
가사시간 1.6 1.6 0.0
수면시간 8.4 7.4 1.0
자기관리시간 3.4 3.3 0.1
적극적 여가시간 4.4 1.0 3.4
소극적 여가시간 4.0 1.1 2.9
기타시간 1.8 0.7 1.2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2.2 13.3 -1.1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10.2 2.8 7.5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9.8 20.2 -0.5
가족공유시간 1.8 1.7 0.2
   자녀와의 시간3) 1.3 1.2 0.1
기타지인과의 시간 2.4 2.1 0.3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4> F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나. 시간대별 분석 

다음으로 [그림 4-30]을 통해 F유형 남녀의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와 최빈상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외벌이여성은 표준시간대에 일하고 시간양도 8.9시간으로 제법 길기 
때문에 M1유형의 외벌이남성과 활동시간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외벌이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의 분포정도가 좀 더 큰 반면 외벌이여성은 가사시간의 분포가 이를 대신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실제 평균 시간양으로 비교해 봐도, M1유형 외벌이남성의 노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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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시간은 각각 10.1시간, 0.4시간이며, 외벌이여성은 8.9시간, 1.6시간으로 외벌이 남
녀의 유·무급 총노동시간은 10.5시간으로 동일하다. 

[그림 4-30] F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하지만 언급한 대로 남녀 외벌이 가구의 배우자들의 시간구성은 매우 다르다. 외벌이
여성을 둔 남성배우자의 주간 시간대는 유·무급노동의 비중이 평균 10% 안팎이며, 나머
지는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가 줄곧 절반을 차지한다. 최빈상태를 보아도 남성배우
자들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식사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최빈상
태로 나타난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적극적 여
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나는데, 전체 9개 유형 중 무노동형을 제외하고 적극적 여가가 최
빈상태로 나타나는 집단은 여성외벌이 가구의 남성이 유일하다87). 

87) 본 연구의 가구노동시간 유형은 조사일의 시간일지(이틀간의 일지 중 두 번째 날 평일일지에 한함)
에 나타난 노동의 시간양과 배치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무노동상태로 분류되는 
개인 중에는 평소 노동상태에 있으나 마침 조사일이 연·월차 등의 휴일이거나 교대직의 오프상태 
또는 사정에 의한 일시적인 비노동상태인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활동상태
에 따른 시간사용분석이 아니라 가구의 일일시간표상의 노동과 생활시간의 흐름 및 시간균형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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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배열 분석 

이어서 [그림 4-31]을 통해 여성외벌이 유형 남녀대표의 하루시간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대표는 50대 후반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사무직 임금근로자인 부인과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인 20대 미혼의 아들과 함께 산다. 이 날 남성대표의 부인은 이른 아침 
5시50분에 일어나 식사준비를 하고 아침식사를 했다. 한 시간 후인 아침 7시쯤 남성대표도 
일어나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남성대표는 부인이 출근한 후 7시40분쯤 혼자 밥을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엔 설거지와 집안청소를 하였다. 남성대표가 집안일을 하는 데에는 5
0분이 걸렸다. 집안일 후엔 TV를 켰다. 오전 10시까지 한 시간이 좀 넘게 TV시청을 한다. 
이십 분간 외출준비를 하여 밖에 나왔다. 두 시간쯤 운동을 한다. 12시30분에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한 시간 가량 친구와 교제시간을 갖는다. 낮 2시부터
는 다시 운동을 한다. 한 시간 반쯤 운동을 한 후엔 집에 돌아와 신문을 본다. 오후 5시가 
되자 TV를 켰다. 저녁 6시가 되니 부인이 퇴근한다. 부인과 함께 30분간 식사준비를 함께하

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노동상태의 개인이 다수 포함된 
외벌이가구, 무노동형, 남녀교대형의 경우, 취업 중에 있으나 이들의 무노동상태가 조사당일의 일시
적인 것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성외벌이 가구의 남성들은 평균노동시간이 0.4시간으로 분석대상 일지로는 거의 무노동의 시간표
를 보여주지만, 일상적인 무노동상태인 경우가 59.3%이며, 평소 일을 하고 있는 남성도 40.7%에 
달한다. 이들의 활동별 시간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5>와 같다. 여성외벌이 유형의 남성들
이 길게 향유하는 수면, 자기관리의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이 평균이상으로 긴 편에 속하나, 평소 일을 하지 않는 남성들의 
경우 여가시간이 긴 반면 평소 일을 하는 남성들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의 길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4-15> 평소 노동유무에 따른 F유형 남성의 활동별 시간 비교
(단위: 시간)

구분 평소 일하는 남성 일하지 않는 남성
사례수(비중) 40.7% 59.3%
노동시간 0.7 0.2
가사시간 1.5 1.6
수면시간 8.7 8.3
자기관리시간 3.9 3.0
적극적 여가시간 3.9 4.7
소극적 여가시간 3.5 4.4
기타시간 1.9 1.8
계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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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밥을 먹는다. 30분간의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TV를 본다. 남성대표가 TV시청을 
하는 사이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린다.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데에는 
저녁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 일을 마친 부인은 밤 8시부터 남성대표와 함께 TV
를 본다. 밤 10시 반이 되자 취업준비생인 아들이 돌아온다. 밥을 먹는 아들과 부인은 이야
기를 나눈다. 식사중인 아들과의 수다시간에는 20분이 걸렸다. 아들은 식사 후 TV를 보고 부
인은 십 분간 아들이 먹은 저녁거리를 치운다. 그 사이 남성대표는 먼저 들어가 잠을 청한
다. 설거지 후 남성대표의 부인도 들어가 잠을 잔다. 남성대표가 수면에 든 시간은 10시50
분, 부인이 수면에 든 시각은 11시10분이다.       

여성대표는 30대 초반으로 자녀가 없으며 사무직의 임금근로자이다. 남편은 취업준비생
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여성은 오전 6시40분에 눈을 떴다. 일어나자마자 씻고 출근준비
를 한다. 7시30분이 되자 남편도 일어나 TV를 켜곤 씻으러 간다. 오전 8시 정각, 부부는 함
께 집을 나선다. 남편이 부인을 회사에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회사까지는 
30분이 걸린다. 여성대표는 8시30분부터 일을 시작한다. 아침식사를 걸렀기에 9시가 되기 전
에 잠깐 간식을 먹었다. 이후 줄곧 일을 한다. 한편 여성대표의 남편은 부인을 회사에 데려
다주고 집에 돌아와선 잠시 쉬었다. 8시40분부터는 정보도 찾고 이력서도 쓰며 취업준비를 
한다. 두 시간쯤 지난 오전 11시경부터는 잠을 잔다. 40분간 잠을 자고 일어나 점심식사를 
한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하고 이것저것 집안 정리를 한다. 집안일에 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낮 1시20분부터는 인터넷검색을 한다. 두 시간 반이 넘게 인터넷검색을 한 후 오후 3시부터
는 영화를 본다. 한 시간이 좀 넘게 영화를 본 후 이십 분간은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다. 쉬
다가 친구와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다. 그러다보니 한 시간이 지났다. 오후 5시30
분 TV를 켠다. 한 시간 가량 TV시청을 한 후 아내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을 나선다. 아내의 
회사로 찾아가 아내를 픽업해 집에 데려다주곤 저녁모임을 위해 곧바로 약속장소로 이동한
다. 밤 8시40분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친구들과 유흥의 시간을 보
냈다. 한편 여성대표가 집에 온 시각은 저녁 8시10분이다. 30분간 식사준비를 하고 혼자 집
에서 저녁식사를 한다. 식사 후엔 설거지와 청소를 하였다. 집안일을 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 
걸렸다. 집안일을 마치니 밤 10시30분이다. 씻고는 11시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은 아
직 귀가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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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F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여성외벌이 가구 남성배우자들의 주된 활동은 ‘여가’이다. 외벌이여성이 8.9시간 노
동하는 만큼 남성배우자들은 8.4시간 여가활동을 한다. 그리고 딱 여성배우자 만큼 가사
노동을 한다. 직장에서 아홉 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돌아온 여성배우자와 무노동상태인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1.6시간으로 같다. 

물론 이들 남성의 1.6시간의 가사시간은 관점에 따라 남성의 가사분담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전체남성 평균가사시간의 3배에 달
하며, 이들은 전(全) 유형 중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외벌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이 붕괴되는 지점에서, 규정된 것들을 지키고자하는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은 주 소득자의 위치에서 탈락한 실업남성들의 가사
노동의 회피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처음 시도된 바 있다(Morris, 1985; 1987). 하
지만 적어도 본 분석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일을 하는 뭇 남성들보다’ 가사노
동을 회피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88). 

그렇다고 이 남성들이 ‘남성-시장노동’, ‘여성-가사’의 전통적인 젠더규범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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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공유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표가구들의 하루생활을 
따라가다 보면 외벌이 여성을 둔 남성배우자들이 보여주는 가사노동은 혼자 있는 시간
이 많은 생활리듬에서 나온 반응으로 해석된다. 여성배우자나 다른 가족원들의 부재로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기에 나타나는 조건적 반응인 것이다. 이들
은 외벌이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식사준비를 하여 밥을 먹
고 설거지와 정리정돈을 하지만, 부인이 있을 때는 함께 일을 할망정 퇴근하고 돌아온 
여성이 쉬고 남성배우자들이 식사준비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성 
외벌이가구의 남성들이 보여주는, 한국 남성치고는 긴 1.6시간의 가사시간의 실체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하루 9시간에 달하는 외벌이를 하더라도 남성들의 집안일이란 들여다
보면 배우자의 부재시 끼니를 챙겨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사회 남성들은 가사노
동에 관한 한 배우자의 부담에 무감하며 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외면
과 회피의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김수정·김은지, 2007: 17
0~171)89)90). 

그렇다면 여성은 아홉 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남성은 그만큼 여가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표는 어떠한 가족조건에서 가능할까? 여성외벌이형의 가구특성을 보면 9개 가구유
형 중 남녀모두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가족생애주기 상으로 자녀성인기와 무
자녀가구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선다. 여성외벌이형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는 4.8%
로 전체 평균 25.7%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남성대
표가구의 경우는 30대의 젊은 부부였지만 역시 자녀가 없었다. ‘여성-일’, ‘남성-여가’의 
시간표가 가능하려면 이처럼 가족책임이 최소화된 가족구성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88) 사실상 한국남성들의 가사노동은 ‘일관되게 적기 때문에’ 이들 간의 미미한 차이에 근거하여 이러
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89) 앞서 기술한 대로, 본 연구의 노동시간분류는 평상시의 경제활동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조사일의 
시간표에 근거한다. 따라서 며칠간 고되게 일을 하다 조사일이 마침 쉬는 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일의 장시간노동으로 분석대상일에 가사노동을 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
상시에도 일을 하지 않는 남성들과 평상시에는 일을 하지만 분석대상일이 휴일이라 일시적으로 여
성외벌이의 시간표를 갖게 된 남성들(예로 휴가 중인 남성들)의 시간을 비교해 보아도 두 집단 간  
가사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여성외벌이형 남성 내 세부집단(평소 일하는 남성 /일하지 않는 남
성) 간의 자세한 시간구성은 앞의 p.167~168의 각주 87)을 참고하길 바란다. 

90) 여기서 이러한 해석이 여성외벌이형 남성들의 여가위주 시간표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개인의 결단에 의해 여가시간을 누리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일을 하는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무반응, 특히 외벌이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일과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른 남성
들의 시간구성에 근거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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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무노동형   

가. 시간양 분석 

F.무노동형은 전체의 11.5%(n=361)을 차지하며, 남성 노동시간이 3.1시간, 여성 노
동시간이 1.0시간으로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남녀 
개인은 노동 이외의 다른 활동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무노동형 남성은 앞
서의 여성외벌이형의 남성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노동상태이기 때문에 이들과 비슷한 시
간표를 갖는다.91)92) 일단, 무노동형 남성의 가사시간은 1.4시간으로 전체 9개의 유형 
중 앞서의 여성외벌이형 남성들과 함께 1시간이상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드문 집단이
다. 하지만 무노동형 여성배우자의 가사시간 5.1시간과 비교하면, 이것은 여성의 1/3도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노동형 남성들의 여가시간은 6.2시간으로 여성외벌이형의 
남성 다음으로 길다. 하지만 평균 3.1시간을 유급노동에 쓰기 때문에 유급노동이 0.4시
간뿐인 여성외벌이형 남성의 8.4시간의 여가시간보다는 두어 시간 짧게 나타난다. 

무노동형 여성들의 활동별 평균 시간은 다른 전업주부 여성들과 비슷하다. 무노동형 
여성들의 주된 활동은 가사노동이며, 이에 5시간을 넘게 할애한다. 여가시간도 4.6시간
으로 남성외벌이형의 전업주부 여성들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무노동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가족공유시간은 4.2시간으로, 이들 다음으
로 긴 D1, D2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 2시간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넘는다. 모든 유형 
중에서 가족공유시간이 4시간이 넘는 경우는 남성외벌이형의 여성들과 무노동형 남녀 
뿐이다. 따라서 무노동형 남성들은 하루 4시간이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유일한 남성집
단이기도 하다.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자녀와의 시간도 2시
간으로 남성 중에서는 가장 길다. 

91) 여성외벌이형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무노동형 중에도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비노동상태인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노동형 남성 중 평상시에도 일하지 않는 남성들은 23.5%이
며, 나머지 76.5%는 평상시 일을 하는 남성들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평상시 일하지 않는 여성은 6
4.9%이며, 일하는 여성은 35.1%이다.   

92) 앞서 노동시간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무노동형 남성들 중엔 하루종일 비노동상태인 남성들도 있
지만 조사일 단시간노동하는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노동형 
남성의 평균노동시간은 여성외벌이형 남성의 0.4시간보다 더 긴 3.1시간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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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남성의 시간양 여성의 시간양 남성-여성
활동별 시간

노동시간 3.1 1.0 2.1
가사시간 1.4 5.1 -3.7
수면시간 8.0 7.8 0.2
자기관리시간 3.5 3.4 0.2
적극적 여가시간 3.3 2.4 0.8
소극적 여가시간 2.9 2.2 0.7
기타시간 1.8 2.0 -0.2
계 24.0 24.0 -
24hr-필수시간1) 12.4 12.8 -0.3 
24hr-필수시간-의무시간2) 8.0 6.7 1.3 

함께 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17.7 17.4 0.4
가족공유시간 4.2 4.9 -0.8
   자녀와의 시간3) 2.0 3.7 -1.7
기타지인과의 시간 2.1 1.7 0.4
계 24.0 24.0 - 

주1) 필수시간은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을 합한 값임  2) 의무시간은 노동과 가사시간을 합한 값임
  3)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표 4-16> N유형 남녀 생활 시간양  
(단위: 시간)

나. 시간대별 분석 

[그림 4-32]은 무노동형 남녀의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와 최빈상태를 보여준다. 
우선 여성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남성외벌이형의 여성들과 매우 비슷하다. 주간시간에는 
가사노동이 30~50%의 최빈상태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자기관리,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어 다른 전업주부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의 경우 주간시간대에 노동상태에 있는 남성의 비중이 20~30%정도가 되고, 오
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경까지는 노동상태가 최빈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무
노동형으로 분류된 남성 중 일부는 주간시간대에 근무하고 낮시간에 일찍 퇴근하는 근
로스케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무노동형의 남성들은 일을 하더라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
에 오후 3시30분경부터는 적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적극적 여가는 오후 3시
반 이후 두어 시간 최빈상태를 기록하다가 저녁식사 이후 8시경부터는 소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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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N유형 남녀 활동시간의 시간대별 분포 및 최빈상태  

다. 대표배열 분석      

[그림 4-33]을 통해 무노동형의 남성대표와 여성대표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노동형의 남성대표는 30대 후반이며 제조업체의 사무직 임금노동자로서 부인과 열 살
짜리 초등생 아들과 함께 산다. 부인은 교육서비스직 종사자로 주16시간 일하는 단시간노동
자다. 부부 모두 ‘남성-일’, ‘여성-가사’의 전통적 성역할에 반대하는 편이며, 남성대표는 자녀
양육 때문에 평소 피곤을 느끼고 바쁘다고 여길 정도로 아버지 역할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
이다. 남성대표의 적극성 때문인지 부부는 가사분담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대
표는 본래 주40시간 일하는 전형적인 사무직의 근무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날은 점심식
사 후 이른 퇴근을 했다. 아침에는 7시20분에 일어났다. 열 살 아들도 그 시간에 일어났다. 
식사준비를 하고 아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곧이어 일어난다. 아내는 간단하게 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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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대신한다. 남성대표는 아침 설거지를 10분 만에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한다. 남성대표
가 출근 준비에 한창일 때, 아들이 먼저 집을 나선다. 출근 준비를 마친 남성대표가 집을 나
선 시각은 오전 8시30분이다. 부인은 좀 늦게 9시10분에 집을 나섰다. 남성대표는 오전 근
무 후 회사에서 점심식사까지 마치고 이른 퇴근을 했다. 집에 돌아오니 낮 2시가 채 못 되었
다. 그 사이 아내도 낮 1시에 귀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고 있다. 아들은 1시 반에 학교가 끝
난 후 집에 와서는 아빠와의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낮 2시10분 세 식구는 함께 집을 나선
다. 남성대표와 아들은 운동을 하고 아내는 찜질방93)을 가기로 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외출
은 세 시간가량이 소요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5시50분이다. 한 시간 전쯤 귀가한 아내
는 혼자 TV를 보며 쉬고 있다. 아내는 부자가 귀가하여 목욕하는 동안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저녁 6시40분 세 가족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식사 후 뒷정리는 남성대표가 하였다. 1
0분이 소요되었다. 모자는 함께 TV시청을 한다. 정리를 마친 남성대표도 함께 TV를 본다. 한 
시간쯤 TV시청을 하다가 남성대표는 인터넷 검색을 한다. TV를 보던 아내는 씻으러 들어가
고 남성대표는 다시 TV를 본다. 밤 10시 10분전 아내와 아들은 잠을 자러 들어간다. 남성대
표도 밤 10시30분쯤 잠을 청하였다.       

무노동형의 여성대표는 초등생자녀 1명과 미취학자녀 1명의 두 자녀를 둔 30대의 전업주
부다. 남편은 생산직종의 임금근로자이다. 이 날 여성대표의 남편은 새벽 5시가 채 안된 시
간에 일어났다. 20분 만에 출근 준비를 마치고는 새벽 5시10분에 집을 나섰다. 여성대표는 
오전 6시30분에 일어났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 아침시간, 여성대표는 아이 둘의 밥을 해먹
이고 아이들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내고는 청소까지 마친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오전 11시에 약속장소로 나간다. 친구를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낮 1시쯤 집에 돌아오니 
큰아이도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 숙제를 봐주고 놀아주다보니 남편이 4시30분에 퇴근하였
다. 여성대표 가족은 다함께 밖으로 나갔다. 한 시간 반쯤 밖에서 놀다가 저녁 6시 식사 때
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다. 여성대표는 30분간 식사준비를 하였다. 남편은 저녁밥이 준비되는 
동안 쉬기도 하고 인터넷검색을 하기도 한다. 저녁 6시30분 세 가족은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 식사 후 남편은 곧바로 TV를 켠다. 남편은 8시40분까지 TV를 보다가 씻으러 들어간다. 
그간 여성대표는 설거지를 하고 식후정리를 마친 다음 아이와 놀아주고 아이목욕까지 마쳤
다. 밤 9시40분쯤, 네 식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93) 남성대표의 부인은 10분간 ‘교제 및 여가관련이동’시간을 가진 후 ‘개인위생’의 시간을 갖는다. 개
인위생시간은 2시간30분 동안으로 길게 나타나며, 중간에 간식과 음료도 섭취한다. 이동 후 밖에서 
긴 시간동안 간식도 섭취하며 개인위생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찜질방에 간 것으로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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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N유형 남녀 활동별시간 대표배열   

  

“남성과 아들은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남성은 직접 차린 아침식사를 아들과 함께 하
곤 식후정리까지 마치고 출근한다. 열 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부부도 일을 
마치고 귀가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밖에 나가 실컷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고 돌아온 아
버지와 아들이 몸을 닦는 동안 여성은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다. 
뒷정리는 남성이 한다. TV를 보고 각자 할 일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갖는다. 밤10시 전
후로 잠이 든다.” 

무노동형의 남성대표는 앞서 분석했던 18개의 모든 대표가구의 중에서 가장 여유롭
고 성평등한 시간표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표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부부의 짧은 노
동시간 덕일 것이다. 남성은 오전 8시30분에 출근하여 낮 1시40분에 귀가하였으며, 여
성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낮 12시50분에 집에 돌아왔다. 남성의 노동시간은 5시간이 
좀 넘으며, 여성은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노동시간은 매우 드물다. 특히 한국남성에게 평일 낮 5시간만 
일할 수 있는 노동패턴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가구만 해도 남성은 본래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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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이 날의 짧은 노동은 특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지속적으로 이런 노동
시간을 갖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달성한 시간표로 인식되기보다는 우
려를 사게 될 것이다. 전일제 노동윤리가 팽배하고 장시간노동 체제가 견고한 사회에서 
이것은 가계유지가 불가능한 노동조건이며 게으른 자의 시간표다. Becker는 인적자본 
이론의 가정을 확장하여 노동자가 현재의 노동시간을 결정할 때 생애주기에 따라 최적
의 노동시간과 소득을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Ghez and Becker, 1975).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시간표는 일부의 고급숙련노동자를 제외한 다수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지금의 현
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선택이란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실
업을 선택하느냐 정도이다. Schor(1993)는 “노동시간의 증가는 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전망의 뒤꿈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박태주, 2011: 300에서 재인용). 역설적이
게도 장시간노동의 배경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일상적인 경
제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쟁 심리는 강화되고 있다. 불안감은 장시
간노동을 추동하고 사람들은 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조차 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증폭된다면 ‘일-생활 균형’은 낭만적이기 만한 구호로 남
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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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구의 노동시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남녀의 생활시간을 살
펴봄으로써 일-생활 균형 상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시간배분과 일-생활 
균형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개인단위의 시간양 중심의 분석을 해왔다면, 본 연구는 가구
관점에서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를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 가구의 노동시간
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각 유형별 가구특성은 어떠한가?”이며,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일-생활의 시간 특성은 어떠한가?”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은 어떠한가?”와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개인
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가구단위로 노동시간을 유형화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
시간조사이며, 이틀간의 시간일지 중 둘째 날 평일의 시간대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
상은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20~50대의 남녀 기혼부부로, 학생은 제외하고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또는 기타 성인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3,131가
구의 남녀 평일일지 6,262개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기본적인 분석방법은 시간
흐름을 전체적인 궤적으로 파악하는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이다. 구체적인 가구
노동시간의 유형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녀 각각 3,131개의 시간일지에 기입된 
10분단위의 활동상태를 노동과 비노동의 두 가지 상태로 배열을 정리한다. 여기서 가구
노동시간 유형 도출을 위해 남녀배열을 결합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다중배열분석(multic
hannel sequence analysis)으로 남녀결합된 거리값을 산출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거리
값의 계산은 Lesnard(2004; 2010)가 제안한 DHM(Dynamic Hamming Matching) 방
식을 적용하였다. DHM 방식은 최적일치법의 기본방식을 따르되, 대체조정만 사용하여 
시간왜곡(time warping)을 피하고 각 시점마다 상태 간 전환비용을 고려함으로써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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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timing)을 중요시하는 분석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방식이다. 그러고는 산출된 부부결
합의 거리값 행렬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 군집의 
질을 측정하는 통계값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군집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의 결과로써 9개의 가구노
동시간 유형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이어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가구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
구의 시간배분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연령, 교육수준, 가족생애주기, 가족책임정도(미성년
자녀수, 부부외성인가족수), 성역할태도, 노동시장특성(직업, 종사상지위) 등을 선정하였
다. 통제변수로는 가구경제상황(전년도 가구소득, 주택유형)과 지역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기술분석을 통해 유형별 가구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적용하여 확정적인 분석과정을 거쳤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무노동형과 노동형
의 전체 모델, 맞벌이와 남·여외벌이의 노동형 모델, 남성외벌이 모델, 맞벌이 모델의 4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다음으로는 9개의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시간구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유형별 일
과 생활시간의 구성과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일-생활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배열분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9개 가구노동시간 유형별로 노
동시간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시간대별 상태분포(distribution plot), 상태배열의 누적 
그래프(index plot) 그리고 최빈상태 배열 그래프(modal states plot)를 통해 24시간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남녀 노동상태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형별 
가구노동상태의 대표배열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대표배열은 유형의 가장 중심에 위치
한 1개 배열(medoid)과 가장 많은 이웃배열을 거느린 5개 배열을 선정하였다. 이어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의 구성은 활동별 시
간(노동, 가사, 수면, 자기관리, 적극적여가, 소극적여가, 기타)과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가족공유시간, 기타지인과의 시간)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은 시간양 
분석, 시간대별 분석, 대표배열 분석의 3개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시간양 분석은 활동별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의 남녀 평균 시간양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간대별 분석
은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와 최빈상태 그래프로 파악하였다. 대표배열 분석은 유형내 
가장 중심에 위치한 활동시간의 남녀배열 한 개씩을 선정하여 하루시간표를 자세히 관
찰하였다. 특히 대표배열 분석시 남녀대표들의 배우자 시간표와 자녀조건, 노동시장특성 
등 가구 특성을 참고하여 해석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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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구의 하루시간표를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의 주된 부문은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분석은 
두 번째 단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요약하지 않을 것이다. 아
래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가구노동시간 9개 유형들의 노동시간과 남녀 생활시
간의 구성들을 맞벌이 유형(5개), 남성외벌이 유형(2개), 기타유형(2개)의 순으로 정리하
기로 한다.  

2.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노동시간 특성과 남녀 생활시간의 구성 

1) 맞벌이(D1~D5) 유형  

맞벌이 유형은 부부합산노동시간이 10시간을 훨씬 넘고 남녀 각각의 평균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가구들로 구성된다. 맞벌이 유형은 전체가구의 47.6%(n=1,490)이며, D1
유형부터 D5유형까지 5개의 유형들로 나뉜다. 

D1.남녀표준형은 전체의 1/3(n=886, 28.3%)을 차지하는 대표유형으로 남녀의 노동
시간이 각각 9.3시간, 7.8시간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출근이 다소 빠르고 퇴근도 조금 
늦는 편이다. 수면과 자기관리 시간으로는 남녀 모두 10시간 반가량 사용한다. 맞벌이임
에도 불구하고 가사시간의 성별차이는 크다. 남성의 가사시간은 26분이나 여성은 남성의 
6배가 넘는 2.6시간이다. 여가시간으로 남녀 각각 3시간, 2.3시간을 할애하는데 절반이
상이 소극적 여가이며, 활동이 있는 적극적 여가로는 남녀가 1.4시간, 1.1시간만이 사용
된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19시간 정도로 압도
적으로 길며, 나머지 5시간 정도를 가족공유시간과 지인과의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남성
은 가족공유시간보다는 지인과의 시간이 긴 반면 여성은 가족공유시간이 지인과의 시간
보다 길다.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먼저 출근해 있는 동안 여성은 가사노동을 수
행한다. 퇴근 후 저녁시간은 남성의 경우 자기관리와 휴식으로 채워지는데 반해 여성은 
가사노동을 주로 한다. 특히 저녁시간의 성별차이는 대표배열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남
성의 자녀양육시간은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 이뤄지며, 여성의 집안일이 끝나면 
남성은 아이들을 여성에게 넘기고 혼자만의 여가를 갖는 모습이 포착된다. 더불어 대표
배열 분석시 부부외성인가구원(부부의 어머니)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것이 갖는 
보수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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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남녀장시간형은 전체의 6.1%(n=191)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부부가 모두 10시간이
상 긴 시간 일한다. 수면과 자기관리의 필수시간은 다른 유형들에 다소 짧지만 큰 차이
가 나진 않는다. 하지만 가사시간은 남성 18분, 여성 1.6시간으로 부부가 합해도 2시간
이 채 안되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짧게 나타난다. 여가시간도 짧아서 남녀 각각 2.6
시간, 1.7시간이며, 적극적 여가는 남성은 1.2시간, 여성은 0.8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19시간이상으로 매우 길고 
가족공유시간은 남녀 각각 2시간, 3시간으로 남녀 차이가 크진 않다. 시간대별 활동시간
을 보아도 D2유형 남녀는 아침 7,8시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노동이 최빈상태로 나
타난다. 특히 여성은 점심휴게시간의 비중이 낮고 저녁 6시 이후에도 노동의 비중이 커
서 다른 이들의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소요되는 서비스·판매직의 종사자가 많은 
것이 확인된다. D2유형은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은 
남녀 모두 밤10시 이후에나 나타난다. 대표배열 분석에서도 부부의 노동시간이 워낙 길
기에 가족시간은 시간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장시간노동이 가족에 대한 헌
신으로 미화되는 한국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D3.남녀장시간·여성표준형은 전체의 7.8%(n=244)로 남성의 노동시간은 10.7시간으로 
장시간이지만, 여성의 노동시간은 7.4시간으로 비교적 표준시간 일한다. 여성의 노동시
간은 남성보다 약3시간 짧지만 노동시간의 부족분만큼 가사시간이 길기 때문에 D3유형 
남녀의 유·무급 노동시간은 남녀 각각 11시간, 10.5시간으로 남녀 모두 유·무급의 장시
간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D3유형의 여가시간은 남녀가 2.5시간, 2.2시간으
로 D2유형과 함께 가장 짧은 편이다. 특히 D3유형은 미성년자녀수가 유의미한 설명요인
으로 나타나 높은 가족책임이 유·무급의 장시간노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D3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은 1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짧으며, 자녀와의 시간도 단 24분뿐이다.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남성은 
오전 8시 이전부터 노동이 최빈상태로 기록되는데, 노동의 최빈상태는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자정까지 지속된다. D3유형 여성의 시간대별 활동시간 분포를 보면, D1유형의 표
준형 여성과 비슷하지만 저녁시간대 가사노동의 분포가 더 두터우며 가사의 최빈상태도 
더 길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가구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가족책임이 큰 시기에 놓인 부부
가 남성의 장시간노동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극대화된 것이 잘 드러난다. 이런 가구상
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설상가상으로 가부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노동세계와 맞물린다면 
젠더갈등은 심화되고 가족관계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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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은 전체의 3.4%(n=108)를 차지하며 남녀 각각 9.1시간, 5.
8시간 일한다. 여성은 단시간노동자이고 남성의 노동시간도 한국의 전일제 남성 치고는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맞벌이가구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이다. 특히 여성의 단시간노동
은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가족시간의 구성을 유심히 
분석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간이 짧은 만큼 가족시간(가사시간이나 가족공유시간)
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D4유형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시간대별 활동시간을 보면 여성의 경우, 오전시간은 
전업주부여성들과 비슷하지만, 오후시간엔 노동이 집중되어 있어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갖는다. D4유형 여성의 점심시간 이후 최빈상태는 노동이며, 노동의 최빈상태는 자정 
무렵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노동시간배치를 통해서도 D4유형 여성들의 단시간노동이 자
녀양육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대표배열 분석을 통
해서도 자녀들이 청소년 이상이며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시간대에 여성들은 근로 중이라 
가족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한국사회의 단시간노동이 일-가정의 양립보다
는 중장년여성의 가구소득보충을 위한 불안정일자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
였다. 

D5.남녀교대형은 1.9%(n=61)를 차지한다. 남녀의 노동시간은 각각 9.1시간, 4.3시간
이며, 남성의 노동시간이 야간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성의 시간
대별 분포를 보면 주간시간대에 일의 비중이 30~40%, 가사노동의 비중이 20~30%로 나
타나 D5유형에 무노동형 여성과 일하는 여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하는 여성의 경우 
주간시간대의 단시간노동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활동별 시간양을 보면 야간노동자의 특
이점들이 발견된다. 남성의 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짧다. 또한 남성
의 가사시간은 1.1시간으로 맞벌이남성의 평균 가사시간 36분에 비해 두 배 정도 길다. 
함께한 사람별 시간을 보아도 D5유형 남성의 가족공유시간과 자녀와의 시간은 각각 2.1
시간, 1.4시간으로 긴 편이다. 특히 다른 남성들에 비해 긴 D5유형 남성의 가사시간은 
낮시간에서 저녁시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일하는 배우자의 퇴근 전 가사책임을 분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배열로 선정된 가구의 시간표를 보면, 배우자가 부재하는 주간
시간대 남성의 가사분담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정확히 여성배우자가 부재하는 동안에
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된다. 또한 야간노동자를 둔 배우자가 겪는 생활리듬의 교란도 포
착되어 야간노동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활에 주는 악영향도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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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성외벌이(M1, M2) 유형  

남성외벌이 유형은 부부합산노동시간이 10시간을 조금 넘으며, 주로 남성이 노동하
는 가구들이다. 전체의 38.2%(n=1,195)를 차지하며, M1, M2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우선 M1.남성장시간형은 33.7%(n=1,05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남성-
시장노동’, ‘여성-가사’의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시간표를 갖는다. 남성의 노동시간은 10
시간이지만 여성의 노동시간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의 가사시간은 6.5시간으로 모
든 유형 중 가장 길다. 반면 남성의 가사시간은 24분뿐이다. 다른 활동시간들을 보면 M
1유형 여성들은 여유로워 보인다. 맞벌이 여성보다 수면시간이 반시간 정도 더 길며, 여
가시간은 M1유형 남성이 2.5시간인데 비해 여성들은 4.9시간으로 두 배나 된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성은 지인과의 시간이 3.6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길며, 여성은 1.5시간으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짧게 나타나 지인과의 시간은 재량시간이
나 여가시간의 양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M1유형 남성은 D1유형 남성과 비슷하게 퇴근 이후부터는 자기관리, 소극적 여가가 최
빈상태가 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최빈상태는 가사노동이
며, 이후 한 시간만 소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대표배열 분석을 통해서는 미
취학자녀가 있는 M1유형 여성이 ‘가사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으며 부부간 10분의 가
사분담도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여성들의 여가가 잦은 전환과 돌봄의 대
기상태로 훼손되어 있는 것도 드러났다.  

M2.남성오후근무형은 4.4%(n=138)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M1유형과 동일하게 남성이 
주로 일을 하지만 남성의 노동시간배치가 주로 오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활동별 시간양만 보면 M2유형은 M1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별 시간을 보면 남성의 노동시간 배치가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다. 노동
시간양 자체는 D1유형 남성과 비슷하지만, 혼자보내는 시간은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
과 비슷하게 20시간에 달하고, 가족공유시간도 1.5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자녀와의 시간
도 9개 유형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D3유형 남성과 동일하게 24분밖에 되지 않는다. 시
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M1, M2유형 여성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남성들끼리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M2유형 남성들은 밤 9시에도 90%정도가 노동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
될 정도로 노동시간이 늦은 시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 여가시간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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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최빈상태로 등장하지 않는다. 여가시간이 저녁시간에 한번도 최빈상태도 기록되지 
않은 남성집단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D3유형, 야간노동자 D5유형과 M2유형의 세 개 집
단뿐이다. 대표배열의 가구들을 보면, 자녀양육기에 있는 가구로써 남성 노동시간이 오
후시간대에 배치되어 있는 조건이 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이를 토대로 다양
한 노동시간배치와 삶의 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3) 기타(F, L) 유형  

기타 유형으로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F.여성외벌이 유형과 부부합산노동시간이 4시
간에 불과한 N.무노동형의 두 가지가 있다. 

F.여성외벌이형은 전체의 2.7%(n=84)를 차지한다. 남성의 노동시간은 0.4시간으로 
거의 무노동상태이나 여성의 노동시간은 8.9시간이다. 따라서 F유형 여성들의 활동별 시
간은 전일제 노동패턴을 가진 여성들과 비슷하다. 여성외벌이의 대칭형은 남성외벌이형
일 것이나, 무노동상태인 남녀 배우자들의 생활시간은 매우 다르다. 남성외벌이가구 여
성의 주된 활동이 ‘가사’인데 반해 여성외벌이가구 남성의 주된 활동은 ‘여가’이다. F유
형 남성은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에 각각 4시간이상이 할애되어 총8.4시간의 여가
시간을 갖는다. 수면과 자기관리의 필수시간도 11.8시간으로 남성전체 평균시간보다 1시
간이상이 길다.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외벌이여성은 M1유형의 외벌이남성과 
비슷하다. 다만 1시간가량 짧은 노동시간을 가사시간으로 대체한다는 점만 다르다. 반면 
F유형 남성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 식사시간대를 제외하곤 적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나타난다. 적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등장하는 유형은 무노동형을 제외하곤 
F유형의 남성이 유일하다. F유형 남성들의 가사시간은 1.6시간으로 모든 유형 남성들 
중 가장 길다. 시간양으로만 보면 ‘남성-일’, ‘여성-가사’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역전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가사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은 발견되진 않는다. 그러나 대표배
열 분석을 보면 F유형 남성의 가사노동은 여성배우자의 부재로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
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조건적 행동임이 드러난다. 이를 토대로 한국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있어서 배우자의 부담이나 경제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회피의 전략을 쓰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N.무노동형은 전체의 11.5%(n=361)을 차지하며, 부부의 노동시간이 남녀 각각 3.1시
간, 1.0시간으로 매우 짧다. 기본적으로 무노동상태에 있기 때문에 N유형 남성의 활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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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여성외벌이형의 남성과 비슷하다. 다만, N유형 남성은 유급노동에 3시간을 할애
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F유형 남성보다 두시간정도 짧은 6.2시간이다. N유형 여성은 
다른 전업주부 여성들과 비슷하게 5시간을 가사시간으로 사용한다. N유형 남녀의 가족
공유시간은 4.2시간, 4.9시간으로 매우 길다. 가족공유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집단은 남성
외벌이형의 여성들과 무노동형뿐이며, 남성들 중 가족공유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집단은 
무노동형 남성이 유일하다. 시간대별 활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주간시간 노
동상태의 비중이 20~30%정도이고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최빈상태는 노동
으로 나타나 무노동형 남성 중에는 주간시간대에 단시간노동하는 그룹이 포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오후 3시 반 이후 남성의 최빈상태는 적극적 여가로 전환되고 저녁식사 
이후에는 소극적 여가가 최빈상태로 기록되어 일과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가 두루 나
타나는 양상을 띤다. 특히 무노동형 남성대표 가구의 시간표를 보면, 노동과 다른 생활
시간들, 즉 가족공유시간과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가 고르게 분포되고 가사나 자녀양
육시간에 있어서도 성평등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표는 한국의 현실에선 
비현실적이고 게으른 자의 시간표로 인식될 것이며, 실제로도 매우 특수하다. 만약 이러
한 현실이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일-생활균형은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3. 논의
 
앞에서는 9개의 가구노동시간 유형별 시간구성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여기서는 이 과

정에서 드러난 주요결론들을 주제별로 논의하도록 한다. 한국사회 주 연령대 기혼남녀의 
일-생활 시간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일-생활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은 단연 ‘장시간노
동’으로 드러났다. 평일 하루시간표를 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분류한 결과 M1유형, D2유형, D3유형 가구에서 장시간노
동이 목격되었다. 이들 세 유형의 비중을 합하면 47.6%로 전체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M1유형은 외벌이남성이 1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노동을 하는 가구로 9개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33.7%)을 차지하는 큰 집단이다. M1유형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주 연령대 남
성이 외벌이를 한다면, 평일 1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노동의 시간표를 갖는 것은 비일비
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2유형과 D3유형은 맞벌이가구인데, 특히 D2유형의 경우 
남녀가 모두 1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기 때문에 가사시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
는 상황을 보여준다. D3유형은 맞벌이 내에서도 미성년자녀수가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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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만큼 가족책임이 높은 집단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을 훌쩍 넘어 전(全) 
유형 중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기록되며, 덕분에 맞벌이여성의 이중부담은 극대화되어 
이 여성들 역시 10시간이 넘는 유·무급노동의 장시간노동의 양상을 보인다.   

이들의 시간표에서 나타나는 장시간노동은 경제적 능력이 낮은 이들의 불가피한 선
택일까, 아니면 노동시장지위가 높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의 선호물일까? 이 
둘도 아니라면 불안정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확산된 문화인 것일까?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이 주 연령대 기혼남녀 가구의 절반가량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이들 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다. D2유형의 경우 가
구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나 맞벌이가구들 간의 설명요인 분석시 주택유형에서 자가가 
아닌 전월세가구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직업위세도에서 낮은 위치를 점
하는 여성의 서비스·판매직, 비임금근로가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나타나고 생활비부담
이 큰 중고생자녀의 비중이 9개 유형 중 가장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D2유형 여성의 장
시간노동은 늘어나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한 자구책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D3유형은 
교육수준도 높고 고소득가구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 능력 있는 젊은 맞벌이부부로 분류
될 수도 있다. 그러나 M1유형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가 행하는 10시간
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개인의 취향, 선호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실상 장시간노동의 타이틀을 달지 않은 나머지 유형들의 다수는 열악성이 동반된 
무노동형(N), 여성외벌이형(F), 노동시간이 짧거나 야간과 오후시간대의 노동배치를 보이
는 유형들(D4, D5, M2)이다. 물론 맞벌이형의 대표유형이라 할 수 있는 D1.남녀표준형
은 가장 무난한 시간표를 보이는 대집단이지만, D1유형 남성의 노동시간도 9.3시간에 
달해 이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조금 넘어선다.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를 경험하는 중에 노동이 삶의 원리, 가족 사랑의 단면이 되었고,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바싹 벌자. 잘리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일하자.’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적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제도적 관성(institutiona
l inertia)’에 얽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제도적 실패가 
장시간노동의 만연으로 드러난 것일 테다.

장시간노동 다음으로 일-생활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젠더불평등’이다. ‘남성-시장노
동’, ‘여성-가족책임’의 전통적 성역할에 근거한 시간표는 가구노동시간 유형의 비중만 
봐도 단박에 드러난다. 노동형 가구(88.5%)의 절반가량은 남성외벌이형(38.2%)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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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여성이 일하는 유형은 맞벌이형과 여성외벌이형으로 전체의 47.6%, 2.7%를 차지
한다. 결국 20~50대 주 연령대 여성의 절반가량은 무노동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것은 여성대졸자 비중이 남성을 앞지르고 각종 고시에서 여성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합리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맞벌이라 할지라도 
D2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간 비중이 적다. 그중에
서도 D4, D5유형의 경우는 여성노동이 남성의 절반도 되지 않아 1.5인 생계부양자 모델
로 분류된다. 한국의 전일제 중심의 노동시장구조와 문화를 고려할 때 이 여성들의 노동
은 불안정 노동일 가능성이 크며 여성의 자율성 획득이나 독자적인 노동세력화와는 거
리가 멀어 보인다.

젠더불평등은 노동시간에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설사 노동시장참여에서 남녀평등을 
달성했다하더라도 이것이 가사와 돌봄을 평등하게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분석
결과, 직장에서 비슷하게 일하고 돌아온 부부라도 저녁시간의 시간배분은 남성은 여가,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이분화 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D1.남녀표준형의 대표배열 
분석을 보면 분명 부부는 비슷한 노동세계를 살고 왔지만94) 저녁시간대 이들의 생활세
계는 매우 다르다. 남성의 아버지시간은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짧게 나타나며, 여
성이 집안일을 끝내면 남성은 여성에게 자녀를 ‘넘기고’ 혼자만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목격된다. D5.남녀교대형이나 F.여성외벌이형 남성의 가사시간은 다른 남성들보다 긴 편
이다95). 하지만 D5유형 남성의 비표준시간대 노동이 부부의 시간조정을 통해 남성의 가
족책임을 증가시켜 젠더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보기엔 남성의 기여가 충분치 못하다. F
유형 남성 역시 정황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역할조정에 의해 가족책임의 시간을 할애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대표배열분석으로 드러난 이들 남성의 가사노동은 ‘정확히 여성
배우자의 부재시에만’ 나타난다. 특히나 F유형 남성의 가사시간이 긴 것은 여성배우자의 
부재시간이 다른 남성들보다 긴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의 성역할태도는 가구노동시간 유형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
녀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성외벌이 보다는 맞벌이의 시간표를 가질 가능
성이 높으며, 맞벌이 내에서도 남성이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면 1.5인 생계부양자모
델인 D4유형 시간표일 가능성이 적게 나타난다. 또한 가족책임증가에 따른 반응 역시 

94) 노동시간양만 비슷할 뿐 아니라 남녀의 평균월소득도 비슷하며, 교육수준은 남성이 고졸, 여성이 
대졸이상으로 오히려 여성이 더 높다. 

95) D5유형과 F유형 남성들의 가사시간은 각각 1.1시간, 1.6시간으로 한 시간이 넘게 가사노동을 하는 
보기 드문 집단이다. 참고로 전체 남성 평균가사시간은 0.6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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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으로서의 남성성은 생계부양자로써, 여성성은 가사담당자로써 발현됨을 보여준다. 
가족생애주기상 가족성립기에 있으면 맞벌이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맞벌이 내에서도 미
성년자녀수가 증가하면 여성단시간노동의 시간표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남녀개인
의 성역할태도는 그대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응된다. 특히나 가족책임에 따른 남녀시간
표의 분화는 개인의식을 넘어서 사회서비스와 각종 휴가제도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
과도 연관될 것이다. 이 시간표는 일-가정 양립의 정책들이 남녀의 일-가정 양립이 아
니라 여성만의 일-가정 양립으로 편파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 모
른다.

‘비표준시간대 노동’ 역시 일-생활 균형을 저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본 연구의 
경우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를 제외한 시간을 비표준시간대로 정의한 결과, D5.남녀교
대형, M2.남성오후근무형의 경우 비표준시간대 노동비중이 74.7%, 36.2%로 높게 나타
나 비표준시간대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이뿐 아니라 D4유형 여성은 짧은 시
간 일하지만 오후시간 노동자로 전체노동양의 19%가 밤 9시 이후에 배치되어 있다. D
2, D3, M1의 장시간노동형들도 표준시간대 근무에 이은 야근형태로 비표준시간대 노동
이 0.7~2.6시간에 걸쳐 적지 않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일-생활 균형에 있어 비표준시간대 노동의 문제는 필수시간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D5유형 야간근로자의 경우 수면시간이 6.7시간으로 전(全) 유형 중 가장 짧으
며, 대표배열분석을 통해 배우자들의 수면시간과 생활리듬을 교란시키는 것도 발견되었
다. 특히 수면시간은 생존을 위한 필수시간이고 교란된 생활리듬은 신체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특정 활동이 부족하다거나 선호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또한 비
표준시간대 노동은 관계의 시간을 침해한다. 야간노동은 물론이거니와 저녁시간대의 노
동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시간들을 방해한다. M2.남성오후근무형은 밤 9시에도 90%
이상이 노동상태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식사는 기
대할 수조차 없다, 단시간노동을 하는 D4유형 여성도 노동시간이 오후에 배치되어 있어 
더 오래 일하는 맞벌이 여성들보다도 가족공유시간이 짧다. D4유형 여성은 모든 유형 
중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긴 여성 집단이기도 하며, 저녁시간대에 여가시간이 한 번도 
최빈상태로 나타나지 않은 남성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D3유형 외에 D5, M2유형의 비표
준시간대 노동자들이다. 

야간노동을 하는 D5유형 남성의 경우 시간양으로만 보면 가사시간이나 가족공유시간
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길게 나타나 야간시간대의 노동이 가족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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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가족책임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노동시간의 선택이 개인의 시
간계획의 종속변수가 된다면 24/7사회는 가처분시간이 확장된 세계로 긍정적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D5유형 가구를 비롯하여 비표준시간대 노
동 비중이 큰 가구가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열악성96)을 고려하면 이들이 비표준
시간대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97). Hamermesh(1998; 1999; 2002)
는 노동의 시간배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는 ‘사치재(l
uxury good)’의 성격을 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표준시간대 노동비중이 큰 집단에서 
보이는 사회경제적 열악성은 좋은 근로시간대를 선점할 수 없는 곤궁한 노동자들이 상
당수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것이다.

또 다른 일-생활 불균형의 단면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구성을 지목할 수 있다. 우선 
‘가족시간의 부족’이다. 일하는 남성의 경우 가족공유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미
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조사된 자녀와의 시간도 1시간이 안 된다. 여성들도 일하
는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 맞벌이 시간표를 가진 여성의 경우 가족공유시간은 2.4시간
이며, 자녀와의 시간은 1.8시간이다. 대부분의 취업남녀가 일단 일을 하면 9시간 이상 
긴 시간 노동을 하거나 짧은 시간 일하더라도 비표준시간대(저녁시간대)에 노동시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돌봄의 영역은 계층화되고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살펴본 대로 노동시간
의 무리한 조건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남성의 가사와 돌봄의 회피, 사회서비스의 미발
달이 공존하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맞벌이여성 가운데 
상층부에 위치한 여성들의 가사와 돌봄을 해결하는 전략이 두 가지로 양분된다고 설명
한다. 시장구매를 통한 해결과 조(부)모돌봄과 같은 확대가족의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조
주은, 2013). 특히 자녀돌봄에 대해서는, 시장구매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장시간노동과 
직접돌봄을 선호하는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후자가 빈번하게 선택되고 있다(김양지영, 20
15)98). 본 연구에서도 D1유형 대표배열 분석시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 돌봄과 가

96) D5.남녀교대형은 대졸이상자 비중이 9개 유형 중 가장 낮으며 저연령이고 생산직 근무비중이 높
다. 또한 맞벌이 유형 간의 설명요인 분석시 여성 노동이 오후시간대에 배치된 D4유형과 남성이 야
간노동을 하는 D5유형은 표준형인 D1유형에 비해 전년도 가구소득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97) 설사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하더라도 단기적 이익(가족운영의 효율성, 금전적 
이익 등)이 장기적 불이익(가족관계의 질 악화 등)으로 상쇄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이다.

98) 보육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영아의 35.1%가 조(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여성패널조사의 여성노인
의 절반이상이 돌봐야할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여성 중 육아 및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 비친족의 활용은 14.7%인데 반해 조(부)모의 활용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
다(김양지영, 2015: 8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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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전담하는 조모의 지원이 목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계할 필요
가 있다. 첫째는 모계 중심으로 돌봄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남성의 배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확대가족의 돌봄이 경쟁력 있는 자녀들의 사회적 성취와 경제적 
지원으로 보상되는 경향이 있어 돌봄의 계층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조주은, 20
13).

또 다른 일-생활 불균형한 시간구성으로 ‘여가시간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대상가
구 전체의 평균여가시간은 남녀 각각 3.2시간, 2.5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수면과 식사, 위생관리 등의 필수시간으로 10시간을 쓰고 유·무급노동으로 10시간99)에 
달하는 시간을 쓴다면 남는 시간은 실상 4시간 정도이다. 더 눈여겨 볼 것은 여가시간의 
구성이다. 본문에서는 여가를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로 구분하고 소극적 여가는 TV
시청, 아무것도 안하고 쉼, 담배피우기의 3가지 활동만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
면 TV시청과 단순휴식인 소극적 여가는 전체여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무리 평일이라
지만 취업남녀의 경우 동네 산책이라도 되는 적극적 여가는 한 시간 남짓 될 뿐이다. 특
히 D2.남녀장시간형, D5.남녀교대형처럼 무리한 노동스케줄을 보이는 경우 소극적 여가
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여가빈곤은 남성보다 심각하다. 전체평균에서도 나타났지만 맞벌이부부의 여
가시간은 남녀 각각 2.7시간, 2.2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반시간가량 더 적다. 전업주
부 여성들의 여가도 시간양만 보고 여가향유집단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 대표배열 분석
을 통해 전업주부 여성들의 시간표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돌봄노동을 주업으로 하는 
여성들의 여가는 활동의 잦은 전환으로 훼손되어 있고 가족책임을 위한 대기상태의 시
간들이 여가로 명명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껏 본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생활 불균형의 현상이자 원인으로써 ‘장시간노
동’, ‘젠더불평등’, ‘비표준시간대 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일-생활 균형이 침해된 시간구
성의 특징으로 ‘가족시간의 부족’, ‘여가시간의 부족’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논의는 아래에서 기술할 연구의 함의, 특히 정책적 함의 부문에서 다시 살펴보고 제언하
기로 한다. 

99) 전체 남녀의 유·무급 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남녀 각각 9.3시간, 8.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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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일-생활 균형’의 주제를 ‘노동시간’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객관적인 관찰과 사회정책분야
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국사회는 노동중심문화와 가속화된 일상으로 일과 생활의 
시간구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시간의 문제를 포괄하는 용어로써 ‘일-
생활 균형’은 널리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학계에서는 일-생활 균형 개념이 갖는 은유성
과 모호함 때문에 주관적 지표에 의존하고, 정책분야에서는 노동력 수급조절을 위한 여
성 대상의 일-가정 양립정책 위주로 협소하게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지
표로써 주관적 측정방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일-생활 균형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도
구로써 ‘시간’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인에게 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에 일-생활 균
형의 문제는 ‘노동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과 다른 영역의 갈등에서 사회정
책의 개입과 조정의 대상은 주요하게 노동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을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뤄야할 시급한 주제라 판단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객관적 도구로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을 통해 접근함으
로써 개입과 실천적 함의를 중요시하는 사회정책분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노동시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양’과 ‘시간배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국의 장시간노동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동시에 한국은 24시간 사회의 
대명사로써 24시간 주7일 가동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4/7의 경제를 굴리는 노
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노동의 시간양이 같아도 배치에 따라 
삶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사회 장시간노동에 주목하는 시간양 중심의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노동시간배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
동시간배치 연구는 교대제를 실시하는 특정직업이나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간일지 방식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
간양과 시간배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국단위의 시간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노
동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에 따라 다양한 노동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노동시간배치에 따라 본인의 생활시간의 구성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생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노동시간 연구에서 시간양 뿐 아니라 시간배치를 고려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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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부부의 시간을 결합하여 실제적인 가구 관점의 시간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간은 

가족의 공동자원이며, 특히 한 집에 거주하는 부부 간의 시간사용은 상호작용이 매우 활
발하다. 이에 따라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시간연구들은 배우자의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가구 관점의 시간연구를 주문해왔다. 그러나 많은 실증연
구들은 개인단위에서 일방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분석모델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
간을 공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
복하고자, 본 연구는 남녀의 시간을 통으로 결합하여 개인이 아닌 부부단위 시간연구를 
수행하고 남녀의 시간배분 상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로써 개인단위를 완전히 벗
어난 가구 관점에서 남녀 간 서로 맞물려있는 분배와 균열의 지점들을 적확하게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주 연령대 기혼남녀의 노동시간 패
턴과 생활시간 구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그간의 시간연구들
은 시간압박이 큰 맞벌이부부나 유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노동조건을 부각시키고
자 취업계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아니면 아예 한부모여성이나 실업계층을 집중적
으로 다룬 특수집단 연구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전국단위로 가구주와 배우자
로 구성된 20~50대의 기혼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100). 유자녀 가구는 물론 무
자녀 가구도 포함되며, 맞벌이와 남성외벌이 가구는 물론 여성외벌이 가구와 무노동상태
의 가구도 포괄한다. 이로써 가족구조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
나, 한국사회의 주 연령대 기혼부부 전체의 전반적인 시간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일-생활 균형은 한쪽의 치우침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장시간노동의 이면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여성의 생활은 외벌이남성 뿐만 아니라 맞벌이
여성, 여성외벌이 가구의 남성들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부각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내
용의 포괄성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파악을 위한 다양한 비교 유형들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도 이론적 함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100) 물론 학생은 제외하였으며, 해석의 혼란을 없애고자 기혼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또는 기타 성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동거 중인 기혼자녀나 손자녀, 미혼인 형제자매, 기타가구원 중 미성년 가구원
이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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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적 함의

본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시간
자료를 배열분석(micro social sequence analysis)에 적용함으로써 하루시간표를 일련
의 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시하였다. 생물학이나 전산학에서 주로 
쓰이던 배열분석은 1980년대 사회과학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한국의 사회과학 분야
에서도 생애주기, 노동경력 분석 등에 유용하게 쓰여 왔다. 하지만 시간일지분석과 같은 
미시연구에는 아직 적용된 적이 없다. 이것은 배열분석에 적용되는 시간의 미시자료가 
사회과학계에 통용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일지방식의 조사는 개인연구자가 수행하기 어려
우며, 일지방식으로 조사된 국내유일의 전국단위조사인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용량자료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시자료 연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때에 본 연구는 시간일지방식의 미시자료를 배열분석에 적
용하고 제시한 것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대표배열 분석(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을 통해 질적인 보완이 가
능한 대표사례 분석의 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가구노동시간 유형들의 노동시
간패턴과 남녀의 생활시간 구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표배열을 선정하고 이들의 시간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마치 광범위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
인 사례를 뽑아 심층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표배열은 선정기준에 따라 소속된 유형
의 압축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유형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객체라는 점에서 
대표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춘 분석도구이다. 대표배열을 통해 각 유형의 특성들을 구체
적인 사례로 만날 수 있었으며, 질적인 관찰과 해석을 통해 양적 접근이 가질 수 있는 
가상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배열분석의 한 과정으로써 대표배열 분석을 시도하고 그 유
용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군집분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가구노동시간의 유형화 분석으로, 이것은 배열들 간의 거리값 행
렬을 이용한 군집분석으로 해결한다. 군집분석 수행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인
지, 군집 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통용되는 가이드가 없다. 결국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현실 적용성과 이론적 해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군집분석 수행시 연구자가 선택한 방식의 타당성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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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간 군집분석을 이용한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해당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군집수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결과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
다. 본 연구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적용결과를 두고 군집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해석의 현실적합성을 비교하는 과정들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타당
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
간노동이 일상에 만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다각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
서 장시간노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지속되는 데에는 여러 규정과 관행, 문화가 복잡
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노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합의와 각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 법적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2003년부터 근로기준법의 법정노동시간은 
주5일 40시간이지만 근로시간특례제도와 적용제외대상 및 예외조항이 많아서101) 이 규
제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4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 추정된다(배규식, 2012: 157).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노동시간의 규제는 헐겁기 짝이 없어 현장에선 무용지
물인 셈이다. 포괄임금제의 위법적인 규정102)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101)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
하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업, 소각 및 청소업 등의 12개 업종과 필요사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이 특례조항은 1961년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으며, 현재의 특례업종 선정기준 또한 밝혀진 바 없
다. 전체 근로자 고용 비중에서 특례업종 고용 비중은 1993년 37.7%, 1997년 43.1% 2010년 52.
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특례가 일부의 특별 규정이 아니라 일반화가 되었다(배규식, 2012: 
152)

102) 화이트컬러의 경우 업무량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재량권이 큰 편이며 관리감독이 어렵고 휴게시간
과 업무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화이트컬러는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 승진 등에 
의한 압력으로 자발적 형태를 띤 초과근로가 만연하고 있어서, 사측에 의해 측정된 초과 근로는 현
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201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에 의해 월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조
사된 한 은행의 경우, 근로자 개인조사를 한 결과 월 62.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
다(배규식, 2012: 156). 결과적으로 화이트컬러 직종의 많은 경우 장시간근로를 일부만 보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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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한 행정해석 등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규정도 도처에 널려있다(배규식, 2013: 1
2).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방해하고 장시간노동을 방기하는 법정규정들을 정비하고, 이 
원칙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노동을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최소화 경향
이다. 장시간노동을 추동하는 무리한 교대제와 연장근로의 관행, 눈치야근은 이러한 기
업의 경영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의 경쟁체제에 놓인 기업입장에서는 인력감
축을 통한 비용절감을 거부하기 어려우며, 장시간노동 아니면 실업의 옵션에서 노동자는 
장시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비용을 절감하되 
피고용자의 복지수준은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업복
지를 축소하고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
는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다. 불황시에도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에서 보조해주고 근로시간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감축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이 갖
추어져 있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 무리한 조건 속에 노동을 끼워 맞춰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운영의 기업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제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노동자는 이를 안정적으로 받
아들일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휴가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사용하여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현실적 적용도 장시간노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학자들은 한국의 
‘저임금-장시간노동 가설’을 여러 경로로 증명해 왔다(이근희, 1988; 장지연, 2014). 주
요내용은 기본급이 낮은 노동자들이 할증률이 높은 연장근무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 
장시간노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D2유형은 부부합산 노동시간이 
무려 스무 시간이 넘는 유형인데 가구경제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2015년 하반기 기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11~1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03). 특히 최저
임금 미만의 일자리의 직종을 보면 청소 및 경비용역의 시설관리 분야, 복지시설 운영업 
등의 공공사회서비스업, 영세자영업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업에 집중되어 있다(황덕순, 
2016: 16). 이것은 열악한 장시간노동형으로 분류되는 D2유형에서 서비스·판매직이 유

보상하지 않는 형태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고 있다(배규식, 2012: 154~156). 
103)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5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12.0%,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11.2%로 나
타난다(황덕순, 20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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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설명요인으로 밝혀진 것과 조응하는 내용이다. 저임금노동이 집중된 직종 중 특
히 시설관리분야와 공공사회서비스업은 정부가 “선량한 고용주”가 되어 임금상승을 주도
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황덕순, 2016: 17)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인상
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켜 오히려 이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통
적인 반론이 존재한다(이정민·황승진, 2016).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상승은 긍정적으
로 재고될 만 하다(이주희, 2012: 48). 

장기적으로는 노동중심사고에 제동을 걸고 노동이외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현존하는 사회정책들은 시장노동을 전제로 지급된다는 것
에서 노동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관철시키기 쉽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은 경
제적 성과와 노동중심사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
해선 노동시장지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탈상품화를 보장해주는 새로운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과 ‘기본소득’이 예가 될 것이다. 특히 이념형으로서의 기본소득(b
asic income)은 “노동을 통한 기여”, “현재의 소득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
급되는 급여로 노동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난 제도이다(김혜연, 2014; Van Parijs, 2000). 
오늘날 장시간노동의 이면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존재하며, 이것은 다름 아닌 탈산업
화시대, 노동 해체의 표상이다. 점차적으로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
ationship)는 소멸되고 고용에 기반한 사회정책과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이승윤, 2016; 이주희, 2011; Bosch, 2004; Kalleberg, 2000; 2009). 사라져가
는 노동을 부여잡고 불안정을 메워가는 방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노동이외의 삶의 가
치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정책분야의 과감한 도전과 결단
이 필요하다104).      

둘째, 노동시간 배치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자

104) 사회정책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 사회정책의 큰 틀로서 사회서비스 국가
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유연하고 일-생활 균형을 높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생
활 균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수반되어야하지
만, 사회정책의 방향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도 북유럽 모델이라 불리는 사회서비스국가의 실현도 현재 
한국의 정치지평에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사회서비스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국가들도 공공서비스 
영역의 저열(低劣)성과 여성중심고용의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시 노동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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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노동의 시간양뿐 아니라 시간배
치에 따라서도 일-생활 균형은 큰 영향을 받는다. 야간노동자의 경우 수면과 같은 필수
시간들이 침해되고 있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활리듬에도 심대한 영
향을 끼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생산직의 야간노동 뿐 아니라 서비스·판매직에서 빈번하
게 나타나는 저녁시간대 노동도 일-생활 불균형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시간
대 노동자들은 한국의 24/7 경제를 굴리는 주역들이다. 교대직의 다수를 이루는 생산·기
능직의 야간노동은 비용절감 등의 효용우선가치에 따라 설계된 일자리임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서비스직종에 대해서도 길들여진 편리를 잠시 거두고 24시간 서비스가 과연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해 보이는 
의료, 치안 등의 공공영역에서도 다른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
전이 심대하게 침해받는다면 이 역시 맞는 것인지 진단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정책을 통해 강력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정책
의 조정은 일방의 희생, 특히 약자이기 쉬운 노동자의 희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야 하며 단기적인 효용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
다105).  

연장선상에서 시간배치 등 노동조건의 선택에 있어 노동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양 뿐 아니라 배치, 장소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권이 확대되도
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천명하고, 2010년부터 
근무형태 변화와 조정의 방안 으로 ‘유연근무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차출
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통해 노동의 시간양과 배치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권이 확대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통해 노동 장소의 제약도 없앨 수 있다. 문제
는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환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사용은 고사하고 인지도도 50%가 되지 않는 

105) 정부는 2015년부터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였다. 야간전담인력의 경우 노동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3교대 근무기피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보건복지부, 2014. 11.1
2 보도자료). 이렇게 야간노동만을 '전담'으로 하는 노동력을 채용하는 것은 접근과 해법에 있
어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무리 야간노동자라도 주간에 해야 할 일들과 낮에 만나야 하는 
관계들이 있다. "야간만 일하는 이들은 결국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도 눈
을 뜨고 있어야 하는 시계를 가진 셈이다."(전주희 외, 2015: 168). 결국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
으로는 개인의 수익증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건강과 관계의 질 악화 등의 장기적인 불이익은 
이를 상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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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106).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부담이 제거될만한 현실적인 지원과 동시에 노동자의 신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간배분의 젠더평등을 위해서는 남녀 관계가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녀의 
시장노동시간과 가사시간을 같게 하는 방향으로, 이른 바 ‘공동부양-공동돌봄 모델(the 
dual breadwinner-carer model)’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이주희, 2012; Fraser, 199
4).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성의 가사와 돌봄 참여를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남성
의 가사노동 비중은 여성의 1/7에 불과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한국남성의 무관심은 경제
적 기여와 여성의 부담과는 무관하게 낮다. 국가적 차원의 강력하고도 세심한 사업과 제
도, 캠페인이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설계는 사회정책을 통해 남성의 가사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014년도에는 3,421명
으로 여성이용자 대비 4.5%이며, 2015년도에는 4,872명으로 5.6%까지 증가하였으나 여
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가부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권장과 
독려만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사회정
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는 것
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적극적 조치들이 효과를 드러내려면 그 수준이 미
미해선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남성 12개월, 여성 12개월의 육아휴직을 
개인할당의 방식으로 부여하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
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을 높여주는 양성평등보너스(gender-equality bonus)를 
주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경우 첫 달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107) 지급하
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3개월까지로 혜택을 늘렸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효과를 검토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적용성이다.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용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과 강한 제재가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참여는 더욱 장려되어야 하며, 정책의 방향은 여성 고용율 제

106)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2015년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7.1%
에 불과하다(통계청, 2015b). 

107)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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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같은 양적인 측면 보다는 기존 노동시장의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물론 여성위주의 단시간노동(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도 병행되어야 하지만108), 그보다는 남녀 임금격차의 해소109), 여성차별적인 인사관행의 
철폐 등 가부장적인 내부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전일제 중심의 노동윤리와 가부장적
인 남성위주의 고용과 인사 관행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다름’에 초점을 맞춘, 여성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는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이 아닌 여성만의 일-생활 균형에 머
물게 하며,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저열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단시간노동은 D4유형 여성과 D5유형 여성의 일부에서 포착되었는데, D4유형의 경우 노
동시간이 늦은 오후에 배치되어 있어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D5유형 여성의 일자리도 이 
유형의 열악성을 고려한다면 괜찮은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바로 앞에서 제안한 육아휴
직 제도만 해도 임금의 정률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성이 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한, 부부 
중 기회비용이 적은 여성의 사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많은 논자들은 한국의 여성고용
의 특성인 뚜렷한 M자형 커브와 고학력여성의 높은 비경활 비중은 남성위주의 내부노동
시장의 개혁 없인 개선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김영순·최성은. 2014; 이주희, 2012; 신
경아, 2016; 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
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남녀 ‘일’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돌봄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 관계의 시간을 갖기 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다. 주 연령대 기혼부부의 평일 
시간표는 일 중심적이며 여가와 가족공유시간은 매우 짧게 나타났다. 주범은 장시간의 
유급노동이지만 젠더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도 커서 그 결과로 여성의 여가시간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을 띠었다. 관계를 위한 시간확보는 장시간노동의 축소와 남성의 
가사분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공공 영역에서도 가사와 돌봄서비스 등 

108) 최근의 여성고용의 증가를 주도한 일자리들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서비
스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이 분야 일자리의 질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신경아, 2016: 339-341). 특히나 이 분야는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한 결과다. 아동과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과 요양서비스의 확대는 노동공급측면에서 
중고령층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여성들도 운신의 폭을 넓혀 노동시
장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확대가 
이용자 중심민간과 영리부문 위주로 형성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지출비용을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서 
고용의 질은 더 저하되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공사의 영역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돌봄-여성’의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이주희, 2012).

109)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OECD의 평균값인 15.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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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가족’을 통한 다양한 문화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족중심적인 한국인들은 불안
정한 사회구조와 전망 속에서 ‘가족피로(family fatigue)’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가
족위기와 탈가족화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다(장경섭, 2009). 장시간노동이 가족에의 헌신
으로 미화되고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이용되었던 도구주의적 가족주의(instrumental fa
milism)가 초래한 피로감이다. 도구주의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의 시
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직접적인 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110). 구체적으
로는 각종 문화 및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가족단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전(全) 사회정책은 관계와 돌봄시간의 가
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를 지원하는 사회정
책은 방향과 지원내용을 정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가사나 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가족의 지원을 독려하는 정책들은, 자칫하면 관계와 돌봄의 시간들을 경제적 성취를 
위한 시간들과 겨뤄 시간의 위계에서 밀려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성과와 
경제적 효용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시간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들은 없어도 
되는 시간, 없으면 좋은 시간이 되고, 이 일들은 안하면 좋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 된다. 실제로 여성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낮은 보상과 근로조건으로 주변적인 위치
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가사와 돌봄에 대한 가치절하와 인식을 공유한다. 가사와 돌봄에 
대한 가치절하는 유사서비스업에 통용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저열성을 지속시키거
나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얻을 수 있는 

110) 남녀 기혼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산업시대의 전통적 핵가족은 더 이상 공고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는 압축적인 근대성을 경험하는 중에 전통적인 핵가족 외에도 근대초기적 확대가족, 
탈핵가족적 가구(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억지직계가족(경제적 지원과 부양을 위해 형성됨)이 혼재
되어 있다. 다양한 가족구조를 인정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최근의 가족위
기와 탈가족화 현상을 자동적으로 개인주의 사회의 도래라 보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한국인
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족부담을 덜어내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가족지향성"을 여
전히 갖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지향으로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없다. 한 예로, 결혼과 출산
의 기피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가족형성의 부담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주의적 삶의 향
유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가족중심성을 보이는 국가
들의 사회재생산 지표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불안정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출산율하
락, 비·미혼의 증가가 개인주의의 도래의 경험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사회의 
가족중심성을 인정하고, 가족을 매개로 사회와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나을지도 모른다. 
결국 현재로써는 한국사회의 가족문제는 가족 그 자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장경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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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감과 희열감은 관계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진작에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의 돌봄결합은 가족책임의 분담을 넘어선 젠더불평
등과 관계와 돌봄으로 대변되는 여성성에 대한 가치절하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
이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김양지영, 2015; Crompton, 1999; Fraser, 1994; Wright et 
al., 2009). 어쩌면 이러한 개인의 인식이 가족을 넘어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야 말로 시
장가치와 돌봄가치의 대립, 연대와 공동체성을 훼손시키는 경제적 효용우선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일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
는 시간양과 시간배치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가구단위의 연구를 통해 시간의 다층
성과 역동을 보고자 하였으나, 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여러 활동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의 동시성’, 
돌봄과 시장노동의 업무강화로 야기되는 ‘시간의 밀도’, 활동과 과업들의 접합으로 결정
되는 ‘시간의 최적화’ 등 실로 다양한 결로 쌓여있다. 언급한 부분의 많은 측면은 양적 
연구의 한계로 남겨둘 수도 있지만,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만 해도 138개의 행동
분류와 동시행동, 행위장소/이동수단의 정보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들을 충분
히 활용한다면 더욱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
는 시간사용의 남녀비교 역시 단순히 시간양과 시간배치의 비교로는 충분치 않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측정과 인식의 측면에서 남녀가 경험한 시간을 동일한 차원에서 비
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예만 봐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TV시청을 
하더라도, 남녀의 인식은 혼자만의 행동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행동으로 다를 수 있다. 
질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대표배열 분석시 다른 가구원의 시간과 일반적 특성들을 참
고하고 전후 맥락 속에서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충분치 못하였다. 

또한 남녀 생활시간 분석에서 활동별 시간과 한축을 이루는 함께하는 사람별 분석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함께하는 사람별 시
간분석을 혼자만의 시간, 가족공유시간, 기티지인과의 시간의 3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 
시간양 분석만 진행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중심축인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공유시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공유시간은 배우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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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녀와만 함께 하는 시간, 배우자와만 함께 하는 시간 등 함께하는 구성원의 조합
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에 따라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한 예로 동일한 자녀
동반시간이라 할지라도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것은 굉장
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물론 본 분석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자녀와의 시
간을 넣어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대표배열 분석시 다른 가족과의 시간을 참고하여 해석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양한 조합의 가족공유시간은 일-생활 균형의 관점
에서 뿐 아니라 가족시간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이기에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틀간의 시간일지 중 두 번째 날 평일일지만 선정하여 월, 
수, 금요일 각각의 24시간에 한해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낮
과 밤의 자연주기를 따르기에 하루 24시간의 리듬 안에서 일-생활 균형을 달성할 필요
가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선호와 사회적인 리듬에 따라 일-생활 균형은 더 확장된 주기
에서 달성되기도 한다. 가장 현실적인 예로 월, 화, 수, 목요일에는 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내어 주말과 함께 몰아서 쉬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다. 특히 
노동시간은 주3일 근무, 주5일 근무, 주말 근무와 같이 일주일을 단위로 스케줄이 구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주일 단위의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도 일주일 단위의 패턴분석으로 근무일과 휴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
이다. 국내 유일의 시간일지 방식의 전국조사인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이틀간만 조사
되기 때문에 이로써는 더 긴 기간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통계청에서 일주일 이상의 조사
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203 -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수돌. (2015). 여유롭게 살 권리: 일에 지쳐 삶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전하는 오래된 미래. 
서울: 다시봄.

강신준. (2011).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와 노동시간 교섭정책의 새로운 모색. 동향과 전망, 
82, 212-243.

곽경민, 권종호, 김경근, 김보성, 김세은, 김재광, 김형렬, 송홍석, 이명준, 이진우, 이혜은, 
이훈구, 최민. (2015). 좋은 교대제는 없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대제 이야기. 
서울: 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국미애. (2013). 유연근무제와 노동시간의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30(1), 3-34.
금재호. (2014). 시간제근로자의 중요성과 노동시장 현황. 노동리뷰, 29-49.
김강식. (2014).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질서경제저널, 17(1), 41-66.
김소영. (2010). 근로시간운용의 탄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노동법논총, 18, 185-218.
김수정. (2015). 누가 맞벌이화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여성학, 31(4), 147-180.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김양지영. (2015). 돌봄의 세대 전가. 한국여성학, 31(4), 87-145. 
김영선. (2011). 잃어버린 10일: 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서울: 이학사.
김영선. (2013). 과로 사회. 서울: 이매진.
김영순. (2010).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사회보장연구, 

26(1), 261-287. 

김영순, 최성은. (2014). 한국의 가사노동자 규모와 그 의미: 노동시장 및 젠더체제 특징과 
관련하여. 사회과학논집, 45(1), 59-82. 

김은지. (2008).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운, 박정열. (2008).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3), 53-69.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2005).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3), 29-48.

김주희. (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욱. (2005).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51-72.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김진욱, 최영준. (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31-54.



- 204 -

김혜연. (2014).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42, 92-139. 

노법래. (2013). 시퀀스 분석을 통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3(1), 109-130. 

문무기. (2010).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법학논총, 30(2), 219-245.
문혜진. (2012). 노동경력의 변화와 노동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규택. (2003). 사회·경제·공간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 변화: 

1981~2000.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1), 35-52.
박예송, 박지혜. (2013). 일-생활 균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HRD연구, 15(1), 1-29.
박종희. (2012).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9, 107-141.
박주상. (2013).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직무만족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40, 53-70.
박주상, 최응렬. (2010). 교대근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5(1), 25-53.
박태주. (2009a).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 15(2), 317-349.
박태주. (2009b).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향과 전망, 76, 233-270.
박태주. (2011).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17(2), 

277-308.
박태주. (2013).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노동정책연구, 13(2), 1-29.
방준식. (2015).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실제적 운영과 법적 과제. 노동법논총, 34, 183-209.
배규식. (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95, 128-162.
배규식. (2013).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리뷰, 103, 7-18.
배규식. (2015). 근로시간 단축. 노동리뷰, 121, 40-53.
송일호. (2004).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생산성논집, 18(1), 65-80.
손문금. (2005a).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손문금. (2005b).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한국인구학, 28(1), 277-311. 
신경아. (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2.
신경아. (2014a). 시간제 노동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30(1), 81-112.
신경아. (2014b).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 
안정옥. (2006). 시간준거, 문화생태와 가족체제. 한국사회학, 40(6), 56-91.
안정옥. (2007). 시간의 정치와 생활세계: 제도의 시간, 관계의 시간, 삶의 시간. 가족과 

문화, 19(2), 171-204.



- 205 -

안정옥. (2010). 시간의 탈구와 일상의 비참. 사회와 역사, 88, 345-386.
안지영. (2015).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9(4), 

1-30.
유경준, 이진. (2014).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7(1), 1-28.
유성용. (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사회학, 42(3), 28-62.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은기수, 차승은. (2010).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수면시간과 관련 요인 탐색. 통계연구, 

15(2), 82-103.
이근희. (1988). 장시간노동의 원인규명 및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서울: 생산성 본부
이복임, 정혜선. (2007).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근로자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2), 276-283.
이상헌. (2002). 노동시간의 정치경제학: 노동시간에서 ‘노동자 시간’으로. In 김수행 (편), 

현대 마르크스경제학의 쟁점들. 서울: 서울대학교.
이수영, 박비룡. (2013). 교대 근무자와 비교대 근무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245-272.
이승윤. (2016). 이상과 현실의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의 의미와 기본소득 기본법.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6년 12월 월례세미나 발표문. 서울. 
이용관. (2015). 노동시간 불일치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135-165.
이윤경, 정혜선, 장원기. (2006).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5(2), 115-125.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9(2), 1-34. 
이주희. (2011).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동향과 전망, 82, 244-279.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35-62.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장미나, 한경혜. (2011).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가족과 문화, 23(1), 

1-39. 
장영철, 김현정, 이사름. (2012). 지속적 변화: 유한킴벌리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경영사학, 62, 33-67.
장지연. (2014). 사회적 타살과 노동, 36-41.
전주희, 김영선, 정재현, 김보성, 신경아, 정하나, 김형렬, 김인아, 최민, 강수돌. (2015).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서울: 
코난북스.

정성미. (2015). 금융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122, 35-51. 
정이환, 김영미, 권현지. (2012).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여성학, 28(1), 

147-181. 
정혜경, 하영미, 박현주. (2014). 교정공무원의 근로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2, 111-138.



- 206 -

조성호. (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조주은. (2004). 현대 가족 이야기. 서울: 이가서.
조주은. (2013). 기획된 가족. 파주: 서해문집.
주은선. (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차승은. (2011).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제약. 한국인구학, 34(2), 65-90.
차승은. (2014). 유급노동시간, 시간압박감 그리고 휴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37(3), 25-52.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사회학, 46(2), 203-230. 
통계청. (2015a).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5b). 2015년 일가정 양립지표. 대전: 통계청.
하희정, 한경수. (2007). 교대근무에 따른 호텔조리종사원 피로도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0(2), 181-202.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황덕순. (2016).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노동사회, 189, 14-19. 

국외 문헌

Abbott, A. (2000). Reply to Levine and Wu.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65-76.

Abbott, A. and Forrest, J. (1986). Optimal Matching Methods for Historical 
Sequences.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6(3), 471-494.

Abbott, A. and Hrycak, A. (1990). Measuring Resemblance in Sequence Data: An 
Optimal Matching Analysis of Musicians' Care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1), 144-185.

Abbott, A. and Tsay, A.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3-33.

Adam, B. (2009). 타임워치: 시간의 사회적 분석. 박형신, 정수남 역. 서울: 일신사. 
Aguiar, M. and Hurst, E. (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969-1006.
Aguiar, M. and Hurst, E. (2008). The increase in leisure inequality. Working Paper 

13837.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guiar, M. and Hurst, E. (2009). A Summary of Trends in American Time 

Allocation: 1965–2005.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57-64.



- 207 -

Ahituv, A. and Lerman, R. I. (2007). How do marital status, work effort, and wage 
rates interact? Demography, 44(3), 623-647.

Aisenbrey, S. and Fasang, A. E. (2010). New Life for Old Ideas: The "Second 
Wave" of Sequence Analysis Bringing the "Course" Back Into the Life 
Cours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 420-462.

Ås, D. (1978). Studies of Time-Use: Problems and Prospects. Acta Sociologica, 
21(2), 125-141.

Atkinson, M. P. and Boles, J. (1984). WASP (wives as senior partn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61-870.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Becker, G. S.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S33-S58.

Bianchi, S. M. and Milkie, M. A. (2010). Work and Family Research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705-725.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and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and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Bittman, M. and Wajcman, J.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Blair-Loy, M. (2003). Competing devotions: Career and family among executive 
wom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sch, G. (2004). Towards A New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4), 617-636.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rayfield, A. (1995). Juggling jobs and kids: the impact of employment schedules 
on fathers'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7, 321-332.

Brines, J. (1993). The exchange value of housework. Rationality and society, 5(3), 
302-340.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Choo, KY., Lee, JH. and Song, CH. (2011). Major Time-Use Survey Results of the 
Korean People in 2010 and Changes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언
론정보연구, 48(2), 142-180.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6), 747-770.



- 208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Coltrane, S. (2004). Elite careers and family commitment: It’s (still) about gend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6(1), 214-220.

Cornwell, B. (2013). Switching Dynamics and the Stress Proc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6(2), 99-124.

Cornwell, B. (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nwell, B. and Warburton, E. (2014). Work Schedules and Community Ties. 

Work and Occupations, 41(2), 139-174.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Craig, L. (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69-87.

Craig, L. and Brown, J. E. (2016). Feeling Rushed: Gendered Time Quality, Work 
Hours,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Spousal Crossov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5), 1-18.

Craig, L. and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 
Society, 25(2), 274-291.

Craig, L. and Powell, A. (2012). Dual-earner parents’ work-family time: the effects 
of atypical work patterns and non-parental childcare.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9(3), 229-247.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Crompton, R. (1999).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ross, G. S. (1993). Time and Money: The Making of Consumer Culture, London: 
Routledge.

Davis, S. N. and Wills, J. B. (2014). Theoretical Explanations Amid Social Change 
A Content Analysis of Housework Research (1975-2012). Journal of Family 
Issues, 35(6), 808-824.

Deutsch, F. M. and Saxon, S. E. (1998). Traditional ideologies, nontraditional lives. 
Sex Roles, 38(5), 331-362.

Durkheim, E. (1997 [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Eggebeen, D. J. and Knoester, C. (2001). Does fatherhood matter for 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381-393.

Eikhof, D. R., Warhurst, C. and Haunschild, A. (2007). Introduction: What work? 



- 209 -

What life? What balance? Employee Relations, 29(4), 325-333.
Evertsson, M. and Nermo, M. (2004). Dependence within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labor: Comparing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72-1286.

Fisher, K. and Layte, R. (2004). Measuring work-life balance using time diary 
data.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1(1), 1-13.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pp.591-618.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Gabadinho, A., Ritschard, G., Studer, M., and Müller, N. S. (2009). Extracting and 
rendering representative sequences Knowledge Discovery. In Fred, A., 
Dietz, J. L. G., Liu, K., and Filipe, J. (Eds.) Knowledge Discovery, 
Knowledge Engineering and Knowledge Management. Series: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CCIS). Berlin: 
Springer-Verlag.

Gabadinho, A., Mueller, N. S., Studer, M., and Ritschard, G. (2015). Package 
TraMineR'(Ver. 1.8-10). 

Gauthier, J. A., Widmer, E. D., Bucher, P. and Notredame, C. (2010). 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 Applied to Social Science Data. Sociological 
Methodology, 40(1), 1-38.

Gershuny, J. (2003).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ershuny, J. (2009). Veblen in Reverse: Evidence from the Multinational Time-Use 
Arch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37-45.

Gershuny, J. (2011). Increasing Paid Work Time? A New Puzzle for Multinational 
Time-diary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207-213.

Ghez, G., and Becker, G. S. (197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and goods 
over the life cycle. In Ghez, G., and Becker, G. S. The Allocation of Time 
and Goods over the Life Cycle. New York: NBER.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imenez-Nadal, J. I. and Sevilla, A. (2012). Trends in time allocation: A 
cross-country analysis. European Economic Review, 56(6), 1338-1359.

Glorieux, I., Mestdag, I. and Minnen, J. (2008). The Coming of the 24-hour 
Economy?: Changing work schedules in Belgium between 1966 and 1999. 
Time & society, 17(1), 63-83.

Goffman, E. (1976). Gender display. Studies in the Anthropology of Visual 
Communication 3, 69-77.

Goodin, R. E., Rice, J. M., Parpo, A. and Eriksson, L. (2008).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10 -

Greenhaus, J. H., Collins, K. M. and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
–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Guest, D. E. (2002).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work-life bala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41(2), 255-279.

Gupta, S. (1999). Gender display?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 economic dependence and their housework hou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Chicago. 

Gupta, S. (2006). Her money, her time: Women’s earnings and their housework 
hours. Social Science Research, 35(4), 975-999.

Gupta, S. (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2), 399-417.

Gupta, S. and Ash, M. (2008). Whose money, whose time? A nonparametric 
approach to modeling time spent on housework in the United States. 
Feminist Economics, 14(1), 93-120.

Hamermesh, D. S. (1998). When We Work.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321-325.

Hamermesh, D. S. (1999). The Timing of Work over Time. Economic Journal, 
109(452), 37-66.

Hamermesh, D. S. (2002). Timing, Togetherness and Time Windfall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01-623.

Hamilton, L., Geist, C. and Powell, B. (2011). Marital Name Change as a Window 
into Gender Attitudes. Gender & Society, 25(2), 145-175.

Han, W. J. (2004).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child care decisions: Evidence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2), 231-256.

Hochschild, A. R. (1997). The time bind. New York: Metropolitan Books.
Hochschild, A. R. (2003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Penguin Books.
Hook, J. L.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

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Hunnicutt, B. K. (2011). 8시간 vs 6시간: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김승진 역. 

서울: 이후.
Jacobs, J. A. and Gerson, K. (2004). The time div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Jamal, M. (2004). Burnout, stress and health of employees on non‐standard work 

schedules: a study of Canadian workers. Stress and Health, 20(3), 113-119.



- 211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Kanter, R. M. (1977). Work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Kaufman, G. and Uhlenberg, P. (2000). The influence of parenthood on the work 
effort of married men and women. Social Forces, 78(3), 931-947.

Kaufman, L. and Rousseeuw, P. J. (1990). Finding groups in data: an introduction 
to cluster analysis. New York: Wiley.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Keynes, J. M. (2010 [1928]).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In 
Essays in Persuas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Kimmel, J. and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Kingston, P. W. and Nock, S. L.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3), 391-400.

Knoester, C. and Eggebeen, D. J. (2006). The Effects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nd Subsequent Children on Men’s Well-Being and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1), 1532-1560.

Knoester, C., Petts, R. J. and Eggebeen, D. J. (2007). Commitments to Fathering 
and the Well-Being and Social Participation of New, Disadvantaged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4), 991-1004.

La Valle, I., Arthur, S., Millward, C., Scott, J. and Clayden, M. (2002) Happy 
Families? Atypical Work and Its Influence on Family Life. Bristol/York: 
The Policy Press/Joseph Rowntree Foundation.

Lesnard, L. (2004). Schedules as sequences: a new method to analyze the use of 
time based on collective rhythm with an application to the work 
arrangements of French dual-earner couples.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1(1), 60-84.

Lesnard, L. (2008). Off‐Scheduling within Dual‐Earner Couples: An Unequal and 
Negative Externality for Family T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2), 447-490.

Lesnard, L. (2010). Setting Cost in Optimal Matching to Uncover Contemporaneous 
Socio-Temporal Pattern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8(3), 389-419.

Lesnard, L. and de Saint Pol, T. (2009). Patterns of Workweek Schedules in 
Fra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1), 171-176.

Lesnard, L. and Kan, M. Y. (2011). Investigating Scheduling of Work: A Two-Stage 
Optimal Matching Analysis of Workdays and Workweeks. Journal of the 



- 212 -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4(2), 349-368.
Linder, S. B. (1970).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acInnes, J. (2006). Work–Life Balance in Europe: A Response to  the Baby Bust 

or Reward for the Baby Boomers? European Societies, 8(2), 223-249.
Maddison, A. (1987). Growth and Slowdown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Techniques of Quantitative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5(2), 649-698.

Maume, D. and Sebastian, R. (2012). Gender,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3(4), 477-490.

Mill, J. S. (2004).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 Prometheus Books,
Mills, M. and Täht, K. (201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Partnership 

Qualit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860-875.

Millward, C. (2002) Work rich, family poor? Non-standard working hours and 
family life. Family Matters, 61, 40–7.

Minnen, J., Glorieux, I. and Pieter van Tienoven, T. (2015). Who works when? 
Towards a typology of weekly work patterns in Belgium. Time & society. 
1(1), 1-24

Moen, P. (2003). It's about time: Couples and care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Morris, L. (1985). Renegotiation of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in the context 
of redundancy. In B. Roberts, R. Finnegan, and D. Gallie (Eds.), New 
approaches to economic lif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orris, L. (1987). The life cycle and the labour market in Hartlepool. In Bryman, 
A., Bytheway, B., Allatt, P. and Teresa, K. (Eds.) Rethinking the life cycle. 
New York: Sheridan House.  

Morris, M. L. and Madsen, S. R. (2007). Advancing work—life integration in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9(4), 439-454.

O'Driscoll, M. P. (1996). The interface between job and off-job roles: enhancement 
and conflict.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 279-306.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O’Malley, M. (1992) Standard time, narrative film and American progressive 

politics. Time and Society, 1, 193-206.
Parsons, T. (1951).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Parsons, T. and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Pichler, F. (2009). Determinants of Work-life Balance: Shortcomings in the 

Contemporary Measurement of WLB in Large-scale Surveys. Social 



- 213 -

Indicators Research, 92(3), 449-469.
Pollock, G. (2007). Holistic trajectories: a study of combined employment, housing 

and family careers by using multiple-sequence analysi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170(1), 167-183.

Presser, H. B. (2000).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93-110.

Presser, H. B. (2003). Working in a 24/7 economy : challenges for American 
famil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resser, H. B., Gornick, J. C. and Parashar, S. (2008). Gender and Nonstandard 
Work Hours in Twelve European Countries. Monthly Labor Review, 131(2), 
83-103.

Robinson, J. P. and Godbey, G. (1999).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Schor, J. (1993).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Books.

Schor, J. (2005). Sustainable Consumption and Worktime Reduc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9(1), 37-50.

Simmel, G. (1955 [1922]). Conflict and the web of group affiliations. Glencoe, IL: 
Free Press.

South, S. J. and Spitze, G. (1994). Housework in marital and nonmarital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27-347.

Staines, G. L. and Pleck, J. H. (1983). impact of work schedules on the family: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Strauss, A. L. and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Studer, M. (2013). Weighted Cluster Library Manual: A practical guide to creating 
typologies of trajectorie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R. LIVES Working 
Papers 24. 

Sullivan, O. (2010). Changing Differences by Educational Attainment in Fathers’ 
Domestic Labour and Child Care. Sociology, 44(4), 716-733.

Sullivan, O. (2011). An End to Gender Display Through the Performance of 
Housework? A Review and Reassessment of the Quantitative Literature 
Using Insights From the Qualitative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3(1), 1-13.

Szalai, A. (1972).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Hague: Mouton

Tausig, M. and Fenwick, R. (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 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 214 -

Turner, R. (1970). Family interaction. New York: Wiley.
Van Parijs, P. (1992),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 In Van Parijs, P. 

Arguing for Basic Income. London: Verso.
Veblen, T.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Weber, M. (1978 [1922]).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est, C. and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125-151.
Wright, E. O., Gornick, J. C., and Meyers, M. (2009).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New York: Verso Books.
Zedeck, S. and Mosier, K. L. (1990). Work in the family and employing 

organization. American Psychologist, 45(2), 240.

보도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11월 12일. 보도자료. ‘“엄마” 간호사의 병원 근무 기회 확대된다’.

온라인 자료

OECD 통계국,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 215 -

[부록 1]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계방식의 군집분석 결과비교 

1) 최장연결법(complete linkage)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최장연결법) 

     주. Z점수로 표준화한 값임

군집수에 따른 분할의 질 평가지표 (최장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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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림 (최장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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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평균연결법) 

     주. Z점수로 표준화한 값임

군집수에 따른 분할의 질 평가지표 (평균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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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림 (평균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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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rd 연결법(Ward linkage)을 이용한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Ward 연결법) 

     

주. Z점수로 표준화한 값임

군집수에 따른 분할의 질 평가지표 (Ward 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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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림 (Ward 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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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과 결합방식(PAM)의 군집분석 결과비교 

1) Ward 연결법을 이용한 위계방식의 9개 유형화 결과 

     

9개 유형의 분포 plot  (위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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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방식(PAM)의 9개 유형화 결과 

    
 

9개 유형의 분포 plot  (결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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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방식과 결합방식의 분할의 질 평가지표 결과

분할의 질 평가지표 위계방식 결합방식 비고

CH 188344.7 196245.8

ASWw 0.220533 0.109668

PBC 0.5440586 0.3893814

HG 0.7553062 0.6567118

HC 0.1181196 0.1802701 값이 작을수록 결과가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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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ing the types of work schedules of Korean households 
by focusing on work–life balance

-A sequence analysis combined with time diaries of married couples–

Cho Mir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ypes of work schedules of Korean households and 
examines the daily schedules of men and women by focusing on work–life balance. 
In this regard, the study noted that several time constraints with respect to work in 
Korean society challenge the work–life balance and impair the quality of life. 
Korean society is notorious for its long working hours. Non-standard hours, which 
enable a 24-hour work pattern in Korean society,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this is because the work patterns are 
unfavorable for their health and are extremely different from social rhythms, that is, 
the work patterns do not follow a daily natural cycle. In addition, gender conflicts 
with respect to time pressure and time allocation in a family constitute another 
major aspect of the work–life imbalance. Lack of family time is a factor affecting 
delays in family formation and low fertility, and gender conflict is a result of 
unequal time allocation. To solve this problem, social policies aimed at correcting 
work–life balance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000s. However, the effects have 
been insignificant and some policies have been evaluated as demonstrating adverse 
effects.
   Even in this situation surrounding time,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time use  
in terms of social welfare are insufficient. Studies about work time, which is the 
main thing in disturbing the work–life balance of Korean society, examine this 
aspect only as an amount of time, and the studies on work time allocation are 
limited to case studies of select occupations and fields. And, to grasp interaction of 
time-use of a male–female couple, research that compiles couple time is useful. 
However, it is observed that only a few domestic studies and moreover, they are 
limited to studies on the amount of time.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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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s the state of work–life balance by analyzing the combined work 
schedules of the husband and wife and the daily schedule of the couple. 
Furthermore, the study analyzes the amount and allocation in the time context. For 
achieving this goal,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are the couple- 
combined work schedules of Korean households categorized?"  and 2)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work–life time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The study further conducted an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described 
below.
   First,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were categorized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were identified. This process was applied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households composed of married couples 
constituting a household head and a spouse aged 20–50, including the married 
couple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or adult household members. The 2014 Korea 
Time Use Survey dataset was used for the analysis. Finally, 6,262 time diaries of 
3,131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study used sequence analysis 
in particular, by applying the Lesnard (2014) dynamic hamming matching (DHM) 
method, which is useful for the time diary analysis where timing is a key factor. 
The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the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After naming each type by considering the subject of labor, amount and 
allocation of labor, the study further conducte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sho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Then, the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daily life of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timetable of men and women based on the types of household 
working hours in terms of work–life balance was undertaken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First, the study analyzed household working time by type.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four states of men and women engaged in labor by using graphs of 
various time periods and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both men and women 
working, only men working, only women working, and neither men nor women 
working. Next, a gender-based comparison of the daily schedule as per the type of 
household work schedules was conducted. The daily schedule here wa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and participants. The activity time was divided as labor, 
housework, sleep, self-management, active leisure, passive leisure, and others; 
further, time allocation was analyzed through various graphs showing average time 
amount analysis and states by time period. The study analyzed the average time of 
each participant by dividing them into time spent alone, time shared with family, 
and time with other acquaintances. In addition, a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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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times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daily timetables according to the types 
of household work schedules.
   The types of household working hours are classified into five dual earner types, 
two male earner types, and two other types. The dual earner type (D1–D5) 
comprises 47.6% of all households, with the combined working hours of the couple 
being more than 10 hours and the average working hours of men and women 
being more than 4 hours. First, the D1. male and female standard type has a 
pattern of typical double earner couples. The working hours of men and women are 
9.3 hours and 7.8 hours, respectively, and the hours are symmetrically distributed 
from lunch time. For both sleeping and self-management time, 10.5 hours are 
allocated for men and women; moreover, leisure time is 3 hours for men and 2.3 
hours for women, with passive leisure time occupying 50% of the time. The 
housework hours are less than half an hour for men but more than six times for 
women, which illustrates the double burden of women. Regarding time as per 
participants, both men and women spend 5 hours or more with family or friends. 
Men tend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acquaintances, while women share more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Following work, the modal state for men is to 
enjoy self-care and rest, while the modal state for females is housekeeping.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exhibits that the men engage in child-rearing only 
when the women are involved in housework; subsequently,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returns to women when women complete housework.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s the support of housework and child-rearing 
by other adult household members for married couples.
   D2. The male and female long-hour type is where both spouses work for more 
than 10 hours. The housework time is less than two hours a day, even when the 
combined hours of men and women are considered. Leisure time is only 2.6 hours 
and 1.7 hours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further, active leisure is only one 
hour for both men and women. The D2 type men and women are most likely to 
work even from 7–8 am in the morning and to about 10 pm in the evening. 
Particularly the time for the lunch break is not appropriately allocated within the 
daily schedule of women, and the labor during nighttime is especially high for 
women. As a result,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D2 
type is significant in women’s service sales and non-wage workers. Because the 
working hours are very long, conversion into other activities occurs after 10:00 pm 
and family time rarely occurs.
   D3. The male long-hour, female standard type is where men work for 10.7 
hours, long-hour workers, and women work for 7.4 hours. However, since women’s 
housework time is as long as the difference in working hours from men, both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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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omen are long-time workers, either paid or unpaid, who work for more than 
10 paid or unpaid hours in total. The D3 type illustrate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is a significant explanatory factor, suggesting that the family responsibility 
of child care led to long working hours for men and women. Regarding family 
sharing time according to participants, the results confirm that it is less than 1 hour 
for men, which is the shortest of all types; furthermore, because the time with the 
child(ren) is less than half an hour, the men cannot be present as fathers. 
Moreover,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evidently indicates that married 
couples with young children maximize the double burdens of women owing to the 
long working hours of men. 
   D4. The male standard, female short-hour type is where men, long-hour 
workers, work for 9.1 hours and women work for 5.8 hours. Particularly, short-time 
work has attracte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work–family compatibility; however, 
an observation of their family responsibilities did not reveal any meaningful 
advantage for securing family time. The reason is that women’s working hours are 
mainly during afternoons, which are not family-friendly. The modal state for 
women’s labor continues until around midnight, which confirmed that the D4 type 
short-time work cannot coexist with child rearing.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further reveals that short-time work benefits   supplementing the household 
income of middle-aged women rather than work–family balance of the child-rearing 
couple
   D5. The male and female shift type is where men work daily for 9.1 hours, 
and their working hours are mainly allocated at night. The average working hours 
for women is 4.3 hours, which is combined with non-working type and weekday 
short-time labor.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daily schedules, the extremity of the 
nighttime worker household is evident. The sleep time of nighttime workers is 6.7 
hours, which is the shortest of all types, and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s the irregular, broken sleeping hours of spouses married to nighttime workers 
and the timetable for passive activities. The analysis further confirmed that the 
family responsibility time of nighttime working men is longer than that for other 
men, which occurs only in the absence of women.
   The male earner types (M1, M2) have couple-combined working hours of about 
10 hours per married couple, and most of these working hours are occupied by 
male labor. These types account for 38.2%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divided 
into two sub-types: 
M1. The male long-hour type has a time table based on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of men engaged in labor and women involved in housework. While the working 
hours of men are over 10 hours, the housework time is 24 minutes; th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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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work time is 6.5 hours, which is the longest of all types. Although the 
average time of sleeping and leisure observed among women is long, the time 
spent with acquaintances is the longest of all types for men and the shortest among 
all types for women. The time for social relationships does not correspond to the 
amount of discretionary time.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s that the 
long working hours of housework by housewive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the 
leisure time of women are greatly contaminated.
   M2. The male afternoon working type is also the male earner household that is 
characterized by a concentration of working time allocation for men in the 
afternoon. At 9 pm, more than 90% of the males are participating in labor 
activities, while a significantly large number of males in service professions, sales, 
and non-wage workers are categorized under the M2 type. The results evidently 
depict that the allocation of work time is not in consonance with social rhythms, 
resulting in an interruption of relationship time. While the time spent alone is very 
long, over 20 hours, family time is short, and time with child(ren) is very short, 
only 24 minutes.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s that because the men 
work during the afternoon, they cannot expect to have fathering time and   women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 it might cause family conflict.
   The other types include the female earner type and the non-working type. F. 
The female earner type has a time table where women work for an average of 8.9 
hours and men work for only 0.4 hours, which is nearly a non-working status. 
While the symmetrical type of the female earner type is the male earner type, the 
timetables for men and women are very contradictory. In the male earner type 
household, the main activity of the female spouse is housework, whereas in the 
female earner type household, the main activity of the male spouse is leisure. Their 
leisure time is 8.4 hours, which is equally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leisure. 
The sleep and self-management time is also the longest of all types. Although the 
housekeeping time of F type males is 1.6 hours, which is the longest among all 
types of males, the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s that the housekeeping by 
males is a conditional activity that appears only in the absence of women. Because 
the absence time of the woman is long, the housekeeping time is arranged for the 
male’s own caring (for example, when preparing meals).  
   N. The non-working type has very short working hours of 3.1 hours for men 
and 1 hour for women. Labor is the most frequent activity from morning until 3:30 
pm for men, and subsequently, active leisure, self-management time—such as meals
—and passive leisure are depicted as the modal state in order. The non-working 
type is the only group of men and women where the family sharing time is over 
four hours.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showed the gender-equalized tim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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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time of labor, leisure, and family responsibilities to be evenly distributed, 
which was interpreted as the timetable with the most work–life balance of the nine 
type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by a multifaceted effort to recognize and 
overcome the prevalence of long labor hours. Examples include the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s not to neglect and encourage long working hours, the reduction of 
corporate burdens that can reduce the tendency of companies to minimize the work 
force,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upport,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minimum wag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labor time, social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such a way so as to limit the non-standard hour work and to guarantee 
workers’ options for time allocation. For gender equality in time allocation, it is 
necessary to support policies that reflect the dual earner and dual career model, 
which should not focus on the quantitative aspects; policies should focus on 
restoring the balance in terms of qualitative aspects such as the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Finally, social policy should be devised to increase the value of 
relationships and caring time. Various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support 
participating of family and to increase family activities. And social policies to 
support outsourcing of housework and care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so that the 
time for relationships and care are not low on the list of priorities. 
   Theoretically, this study facilitated convergence of empirical observation and the 
social policy field by approaching the theme of work–life balance through work 
time and further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time allocat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amount of time and its allocation. In addition, a time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household viewpoint that combines the time of both spouses, 
directly revealing the imbalances and distribution of time between men and women. 
Methodologically, by applying the time data to the sequence analysi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e presentation of a tool to observe a daily 
time table in the time context.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a method of 
representative sequence analysis which can be qualitatively complemented and 
further suggested various methods that show the validity of cluster analysis.
   
Keywords: work-life balance, work schedule, household work schedule, 
          time allocation, sequence analysis, micro social sequence analysis 
Student Number: 2009-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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