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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성이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에서 남

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가

정양립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대상자들에게 일·가정양립정

책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M자형 곡선’으로 대표되는 한국 기

혼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이나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일(work)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가정양립지표’가 제시하는 바

와 같이 한국의 맞벌이 여성은 맞벌이 남성에 비해 약 5배나 긴 가사노

동을 부담하고 있는 2교대(seconde shift)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기

존의 일·가정양립 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정책이 일(work)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가구 내(family) 가사노동부담이라는 근본적 문제

가 배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구 내

상대적 협상력인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 배분의 관계를 맞벌이 부부

가 사용하는 시간을 통한 행태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사를 해결하는 방식을 Strober &

Weinberg(1980)가 제시한 교환, 희생, 대체 3가지 전략으로 유형화 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교환은 자신의 소득으로 남편과 무급노동배분을 협상

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은 자신의 가용시간인 24시간 내에서 수면이나

여가활동을 줄이고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는 가구 내

남편이외에 가족구성원을 통해 가사노동을 대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

다.



교환전략의 종속변수는 가구 내 총 무급노동시간 중 남편의 무

급노동시간 비율로 정의 하였다. 희생전략의 종속변수는 맞벌이 여성의

여가 및 수면 시간대비 무급노동시간 비율로 정의하였다. 대체전략에서

는 무급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존재가 아

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전략들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

료를 사용하여 토빗(tobit)분석을 실시하였다.

교환전략의 분석결과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 총

무급노동시간 대비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은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아내가 남편보다 약 6배정도 긴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급노동의 협상은 성립하고 있지 않았다.

희생전략의 분석결과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 따라 여가나 수면

시간 대비 무급노동시간의 비율은 감소하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맞

벌이 여성이 희생전략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대체전략 분석결과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관계에서 부모유

무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체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전략의 선택이 무급노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돌봄노동은 유의하지 않으나 가사노동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결국 부모를 통한 대체전략은 가사노동에서만 발생하고 있었다. 돌

봄노동의 경우 가구 외 대체인 가사도우미, 어린이집 등 공립 및 사립

보육시설, 보습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

라 이해된다.

교환전략의 실패라는 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동일한 경제활동 참

여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실질적 가사노동 분담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결국 대체전략의 선택 즉, 가사를 분담할 가족구성원인 부



모라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을 해결하지 않고

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노동시간의 단축,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유도하

기 위한 캠페인 및 문화 확산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근본적 문

제인 가사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주요어: 가사노동, 시간배분, 맞벌이부부, 생활시간조사, 토빗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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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

동1)참여는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남성이 가족구

성원을 부양하는 남성생계부양자(male-breadwinner)가족모델에서 남성

과 여성이 모두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2인 소득자

(dual-earner)가족모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맞벌이 가구2)의 보편화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정부는 다양한

일·가정양립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

는 여성3)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30대에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는

한국여성의 ‘M자형 곡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정책수요자들은

일·가정양립관련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49.2%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8월 현재 52.1%이다.

2)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비율은
43.9%를 차지하고 있다.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

성의 비율은 2011년 46.6%에서 2014년 54.9%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도 2011년 19.3%에서 2014년 22.4%로 증가하고 있다.

4) 일·가족 양립정책의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2015’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52.6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반면에 실제사
용률은 4.5%에 그치고 있다(중앙일보, 2015).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011년 38명에서 2015년 50만 1000명으로 31.9% 급증했다(한겨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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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혼여성이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출산과 육아를 경력

단절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경력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정

책으로 누리과정 등의 보육정책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시간제선택제일자리 확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경력단절여성정책들은 정책의

관심범위를 일(work)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 초점을 가구 내(family)로

돌려보면 경력단절의 원인과 노동시장 재참여의 어려움은 여성들의 지나

친 가사노동부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15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남

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0분 여성은 3시간 14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성이

약 5배나 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보

편화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어 맞벌이 여

성들의 경우 일이 끝난 이후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2교대(Second shift)

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 가구 내 남편과 아내의 ‘시간적 개성(Temporal

personality)5)’은 각자 상이 할 것이며, 남편과 아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가정양립정책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이다.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상집단의 시간단위를 이

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은 현저히 저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도빈 2009). 특히, 가사노동의 주 부담자인 맞벌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겪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이해할 때 경력의 단절, 일·가정

5) 임도빈(2009)은 지문(fingerprint)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성(Temporal personality)도 다를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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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등 문제의 해결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사용하는 생활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가사노동 배분의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은

가구 내 상대적 협상력과 무급노동시간 배분의 관계를 상이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이들 이론에 기초하여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 행

태를 파악할 수 있다. Strober & Weinberg(1980)가 제시한 맞벌이 여성

의 가사노동 해결을 위한 3가지 행태유형인 교환, 희생, 대체 전략을 통

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한다. 첫째, 교환전략은 맞벌이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협상력을 통해 남편과 가사노동

을 배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실패하거나 혹은 가사노동을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상정하는 여성의 일로써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24시

간 시간자원의 제약 하에서 수면이나 여가를 줄여서라도 가사노동을 수

행하는 희생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체전략을 선택할 경우 남편이외

에 가족구성원을 통해 가사노동을 가구 내에서 대체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의 개념과 가구 내 가

사노동배분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 이론의 검토를 통해

젠더수행이론의 적실성여부를 논의한다. 이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배

분 행태를 Strober & Weinberg(1980)가 제시한 3가지 전략을 기초로 하

여 교환, 희생, 대체 가설을 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

다.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의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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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특히, 가사노동의 주 부담자

인 맞벌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사노동배분에 어떠한 전

략을 사용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연구자료는 가구의 무급노

동시간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와 가구 내 여성의 상대소득비 그리고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

하였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차 조사6)까지 진행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하루 24시간동

안의 시간사용내역을 10분 단위로 기록한 시간일지(time-diary)7)로 이루

어져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으로 2009년 원자료는 전체

8,090가구 총 20,263명의 2일분(40,526요일) 시간일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대상인 맞벌이 부부8)는 총 2,653가구로 총 5,306명의 평일

2일분(10,612요일)의 시간일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시간사용일지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 이동, 기타의 총 9개 대분류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대상시간

에 해당하는 무급노동시간은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포함한다. 가구

내 협상력을 파악하기 위한 부부의 소득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2009년

자료는 구간소득의 형태로 소득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6) 4차 조사는 2014년에 실시되었으며, 최근(2015년 9월) 공개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2009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7) 시간일지 방식은 자기기입식조사로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

을 일기 쓰듯이 응답자가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day diary)이다.
8) 유배우자인 가구주 부부가 모두 취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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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절 시간사용에 관한 논의

1. 시간의 개념

1) 시간의 개념

시간(time)이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 또는 그 단위를 가리키

는 개념이다(임도빈, 2007). 그러나 시간의 개념 정의는 각 학문분과에

서 시간을 바라보는 각도와 차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임도빈(2007,

2009)의 시간분류에 따르면 물리학, 생물학, 경영관리 시간을 비교적 자

연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아날로그적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집단생활이나 사회조직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construct)

되는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 시간을 사회적 시간으로 설명한다. 또한 앞

서 언급한 객관적 시간의 차원과 구분되는 시간개념을 포스트모던적 시

간의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시간개념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객관적 시간과 대비되는 주관적 시간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시간

파악과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시간개념을 의미한다. 주관적

시간개념에서 설명하는 개인의 주관적 시간파악은 시간지각(time

percep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 또는 시간의 길이를 시계와

같은 물리적 계측수단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감각을 기초로 이루

어지는 시간인식을 의미한다(문숙재, 1996).

Meerloo(1970)는 개인의 주관적 시간감각을 구성하는 차원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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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시간, 생리적 시간, 시간감각, 일의 속도, 시간의 영속성이라는 5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서 개인마다 지각하는 시간감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Rice & Tucker, 1990). 개인의 주관적 시간감각의

5가지 차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시간

(historical time)은 과거의 사건들을 시간 속에서 바르게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생리적 시간(biological time)은 자연의 리듬 또는

몸의 활동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시계를 의미한다. 셋째, 시간감각

(time sense)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 시간경과의 정

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Hall(1996)은 ‘숨겨진 차원(the hidden

dimension)에서 시간사용과 관련된 단선적(monochronic)성격과 복합적

(polychronic)성격 유형을 제시했는데, 개인이 가진 이러한 성격유형이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과 행동의 속도가 주관적 시간감각의 속도

(tempo or pace)차원을 의미한다. 다섯째,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은

과거 사건을 순서화하는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의 활동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시간의 개념에서 시간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Hall(1959)은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에서 문화가 시간지각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인류학적 모델을 도입하

였다. 이 모델은 Robert Graham(1981)에 의해 더욱 정교해졌다

(Elizabeth B. Goldsmith, 1996). 시간지각에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Graham의 3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적으로 분

리되는 지각(linear separable perception)은 유럽, 미국 등 서구문화권에

서 시간을 보는 견해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된 연속체 즉,

단위로 나눠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간개념은 경제적 시간

과 관련되어 시간을 소비상품으로 간주하고 시간배분에 대한 선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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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본다. 시간을 물리적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축, 투자가 가

능하며 시간지각이 미래지향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순환지각(circular

perception)은 시간을 같은 사건이 어떤 순환적인 유형에 따라 반복되는

체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명확한 구분 없이 자연주

기에 의해 통제를 받으며 시간을 구분 및 계획 할 필요가 없는 현재지

향적인 시간지각을 갖는다. 예를 들면 시간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히스패닉문화와 시간을 고정된 자

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시간지각을 즉각적인 것으로 보는 아라비안 문화

등이 있다. 셋째, 절차적 지각(procedural perception)은 활동시간보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의 순서는 정해져 있으나 일의 시

작과 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미국 인디언이나 에스키모인들이 이러한

시간지각을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관적 시간개념을 도식화하면 아

래<그림 1>과 같다.

<그림 1 > 주관적 시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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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의 특성

개인의 주관적 시간개념은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주며,

시간은 생활을 영위하고 목적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기 때

문에 사람이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시간이 인

간과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인적자원으로 분류하

는 경향이 강하다. 즉, 시간을 인적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지만, 개인의 관리능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 때문이다. 시간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Moore(1963), Feldman & Hornik(1981), 문숙재

(1996), 임도빈(2009) 등의 설명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은 결합성을 가진다. 즉, 시간은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면 시간은 기술, 화폐, 에너지 등 다른 자원이 사용될

때 소비된다.

둘째, 객관성이다. 시간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시간은 시

(time), 주(week) 등과 같은 단위들로 계산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은 평등하고 한정적인 특성을 지닌다. 시간의 길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고 누구도 더 가

질 수 없도록 한정되어 있다.

넷째, 시간은 연속적이고 단선적이다. 시간은 일이 발생하는 순

서에 따라 진행되는 연속성을 지니며, 과거-현재-미래로의 단선적 흐름

이 발생할 뿐 역행하거나 양방향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다섯째, 시간은 저장이 불가능하다. 시간은 재생 및 저장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희소성이 크다. 시간의 희소성은 주어진 시간에

모든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은 활동들 간에



- 9 -

선택을 해야만 하며 시간가치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

게 된다.

여섯째, 시간은 시간을 가진 소유자를 배제하거나 분리할 수 없

다. 타인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시간

을 사용하는 것일 뿐 시간자체를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은 인간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발생한

다는 동시성을 가지며, 일정한 일의 발생빈도 또는 반복이나 행동이 완

성되는 속도에 의존하는 활동속도의 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자원의

여러 가지 특성은 다음 <표1 >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 Moore(1963), Feldman & Hornik(1981), 문숙재(1996), 임도빈(2009).

시간의 특성 의미

①결합성
기술, 화폐, 에너지 등 다른 자원과

결합하여 사용됨

②객관성 시(time), 주(week) 등의 단위로 계산가능

③한정성, 평등성
시간길이는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개분

④연속성, 단선적 일이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

⑤비저축성,

저장불가능성
재생 및 저장이 불가능. 희소성 있음

⑥비소외성 시간소유자와 분리 불가능

⑦동시성 인간의 활동이나 사건들과 함께 발생

⑨활동속도 의존성
일의 발생빈도 또는 반복이나 행동이

완성되는 속도에 의존

<표 1 > 시간의 여러 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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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연구

1) 시간연구의 역사 및 배경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생산성 향상의 혁명은 체계화된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1876년 Adam Smith의 ‘국부론’에서

의 분업이론, 1832년 Babbage의 경영문제 분석과 시간연구, 1911년

Taylor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시간관리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다.

오늘날 시간사용연구와 같은 최초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1924년

구소련에서 실시된 노동자의 시간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사

회주의 계획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작업에서의 노동시간실태, 적정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규칙과 표준

작성이었다. 미국에서는 1925년 모릴법(Morill Act) 개정안에 의해서 주

립농업연구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가사노동 능률화와 합리적 자원사용을

목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연구가 시작되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의 시간연구는 여가문제에 초

점을 두었다. 미국은 1930년대 들어 증가된 여가시간 활용에 관심을 둔

시간사용조사를 실시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방송회사에서 프로그램 편

성을 위한 실용적 관점에서 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김외숙 외, 2000).

이 후 1960년대 각 국가별 조사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

가를 통합한 국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헝가리 사회학자 살라

이(Szalai)가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유럽 12개국의 비교연구를 실시

했다. 살라이(Szalai)는 당시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하면서 필요했던 제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대규모 인구조

사가 발전했다. 둘째, 무제한 노동증가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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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가 및 자유시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여가시간 조

직화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으며, 평균수명 증가와 퇴직자 증가

가 시간사용 수집을 필요하게 했다. 셋째, 공업화와 도시화와 결부한 새

로운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대량인구에 의한 도시 공간 및 시간의 계획

적 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넷째, 취업여성증가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

동구속에 대한 조사수단이 필요했다. 다섯째, 시간사용은 매스커뮤니케

이션 미디어의 발전에 관한 연구수단이다(Szalai, 1972). 1960년대는 고

도경제성장을 경험하였지만 풍요로운 사회를 회의하기 시작한 시기로

시간사용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시간연구의 연도별 역사와 배경

을 나타내면 다음 <표 2> 과 같다.

18c
1832

1876
1911

1924

1925
1930 1939 1941 1964-66 1981

산

업

혁

명

Babbage

시간연구

Adam

Smith

분업이론

Taylor

과학적

관리

<사회주의>

구소련

노동자의

시간연구

<사회주의+

자유주의>

Szalai

‘The use of

time’

유럽 12개국

비교연구

<자유주의>

미국

Morill Act

미국

여가

시간

연구

영국

BBC

일본

NHK

한국

KBS

<표 2> 연도별 시간연구의 역사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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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분야별 시간연구

1960년대 이후 행정학, 경제학, 가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

야에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시간사용연구는 학

문별로 접근방법 및 관점이 상이하다.

행정학자의 시간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한빈(1969)의 연구

에서 정치지도자와 행정가의 시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따라 나라의

발전정도가 달라짐을 입증 했다. 이후 정정길(2002)은 정책과정의 인과

관계에서 시차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서는 원인변수의 시간적 순서, 제도 정합성, 정책참여자의 인지적 시차

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한빈은 개인시간관에 입각한 주관적

시간을 정정길은 객관적 시간관인 아날로그적 시간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시간관의 접근이후 임도빈은 시간의 개념

을 확장하여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적시간과 포스트모던적

시간을 구분하여 개념의 확장을 시도해 왔다(임도빈, 정지수 2014). 이

러한 개념적 확장은 행정학에서 객관적 시간과 대비되는 주관적 시간의

측면에서 관료, 국민, 정책 대상집단의 시계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시간사용연구는 가족구성원들의 상대적 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노동공급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고전 경제학자

들은 가사노동을 무보수,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간주하고 여가시간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신가정학파(New home

economics)의 대두 이후 가사노동을 가계생산에 할애한 시간으로 정의

하고 가사노동을 여가 또는 시장노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

분석하였다. 가족활동의 경제학적 입장으로 이론을 전개한 학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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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cer(1962)와 Becker(1965) 등이 있다. Mincer(1962)는 여성의 시장생

산시간과 가계생산시간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가정임금과는 부적(-)관계를 시장임금과는 정적(+)관계를 유지함을 모

형화 하였다. Becker(1965)는 상대적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가계가 소득

과 시간제약에 영향을 받아 노동과 가계생산에 사용하는 시간은 상호

대체적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가사활동참여는 가계

효용 극대화에 기초해 상대적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문숙

재, 1996).

가정학자들은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가

사노동시간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창출하기 위한 시간으로 간주하

였다. 경제학적 관점이 가사노동시간을 통합된 범주로 간주하고 양적

측면만 분석한 것에 반해 가정학자들은 가사노동을 과제에 따라 세분하

고 가사노동의 특성과 질적인 측면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대표적 가정

학자인 Nicols & Metzen(1978)은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사회학자들은 가족구성원간의 공평성 또는 형평성에 관심을 두

고 가사노동분담을 결정하는 과정의 권력과 지위에 초점을 두었다. 사

회학 분야에서는 가사노동시간 연구와 관련한 이론적 가설들이 다양하

게 제시되어왔다. 첫째, 성역할 관념가설로 사회화를 통한 성역할 규범

이 가사노동분담의 주요요인이라는 가설이다. 둘째, Blood와 Wolf가 주

장한 상대적 자원가설은 부부간의 물질적 자원의 비교에 의해 의사결정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

hypothesis)은 부부간의 임금률을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한

다는 것이다. 넷째, 생활주기가설은 가사노동분담이 가족생활주기에 따

라 변화함을 전제하고 가사분담이 결혼 초기와 결혼말기에 보다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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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섯째, 수요 및 실행 가능가설

(demand-response capacity hypothesis)은 해야 할 가사노동과 이용가

능한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으로 가사노동의

수요와 가사노동수행이 가능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학, 여가학, 정책학, 인구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에서 가사노동시간을 다루고 있다.

3) 시간연구의 생활시간분류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를 시간적 배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 즉,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생활시간은 특성과 학자에 다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

된다. Robinson(1999)은 시간을 계약시간(Contracted Time), 책임시간

(Committed Time), 사적시간(Personal Time)으로 구분한다.

Gershuny(2000)는 시간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개인유지, 여가

등으로 분류한다. 김외숙(2000)은 시간사용의 내용에 따라 노동시간, 생

리적시간, 여가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수입을 획득하기 위

해 사용하는 수입노동시간, 가족원들의 노동력 재생산과 가족원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가사노동시간, 농업노동, 어업노동, 학업시간 등

의 기타 노동시간을 말한다. 생리적시간은 에너지를 재생산하는데 사용

하는 시간으로 수면, 식사, 휴식, 목욕 등 기초적 생활시간이다. 여가시

간은 노동시간과 생리적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으로 주로 사회활동

및 문화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다. 문숙재(1996)는 생활시간의 내용을

생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분류하여 생활의 질에 초점

을 두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분류는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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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필수생활시간은 잠, 식사 등 개인유지

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의무생활시간은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하며, 여가생활시

간은 필수, 의무시간이 아닌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

미한다(통계청, 2014).

제 2절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경제학적

인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이 존재한다. 가구 내 소득과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경제적 교환이론, 시간제약이론과 젠더

수행이론이 있다(Gupta, 2006; Bittman, England, Sayer, Folbre, &

Matheson, 2003; Brines, 1994; Greenstein, 2000; Gupta, 2006; Man

Yee Kan, 2008; 김수정, 김은지 2007).

1. 교환이론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대표적 이론은 신

고전경제학에 바탕을 둔 베커의 교환이론이다. 그는 가구가 단일 효용

함수를 가진 생산과 소비의 단위라고 가정하였다. 가구 내에서는 가계

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과 노동시장에 시간을 배

분한다고 본다. 남편과 아내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각각의 영역에 대

해 전문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Becker, 1980). 베커의 기본가정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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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이론은 남편과 아내를 분리된 개별의

효용함수로 가정하고 부부간 자원의 차이에 주목한다. 상대적 자원이론

은 가사노동을 서로하기 싫은 일로 가정하고, 가구 내 가사노동의 배분

을 상대가 가진 자원을 통해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로 설명한다. 즉, 협

상을 통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상대가 가진 자원은 소득, 직업, 교육 등

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많이 보유한 쪽이 더 큰 협상력을 가지

게 된다. 이때 상대적 우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온

것이 상대적 임금률이다(손문금 2005). 경제적 교환이론의 가정 하에서

는 부부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가사노동 분담이 평등해 질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상대적자원이론과 동일가정 하의 시간가용(time availability)이론

은 부부 중 가사노동시간을 투입하기 용이한 사람이 가사노동을 수행한

다는 것이다(Hiller, 1984). 개인의 24시간 시간제약 속에서 가용한 시간

이 확보될 수 있는 요인은 유급노동시간 즉, 노동시간이 된다. 전통적인

1인 부양자 가족모델에서는 남성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특화

되어 있어 왔고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의해 제한되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한 시간이 더 많다. 결국 시간가

용이론의 가정 하에서도 교환이론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아내의 노동시

간이 증가하면, 여성에게도 가사노동시간 투입에 제약이 발생하고 무급

노동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다. 다만 시간제약이론은 아내의 경제적 자

원으로 가사배분의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아내의 근로시간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유급노동시간

증가는 부부간의 무급노동시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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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젠더수행이론

교환이론의 가정과 같이 부부간 상대적 자원이나 가용시간이 부

부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젠더수행이론은

가구 내 무급노동의 배분은 사회화된 성역할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

다. 즉, 상대적 임금이나 가용시간보다는 사회화된 성역할이 가구 내 무

급노동시간배분의 주요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구 내 무급노동배

분을 사회화된 성역할로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성별효과를 다양한 용어

로 설명하고 있다. Brines(1994)는 고프만(Goffman, 1976)의 표현을 따

라 젠더전시(gender display)로 Greenstein(2000)은 젠더일탈중립화

(gender deviance neutralization), Bittman(2003)은 젠더수행(doing

gender)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김은지, 김수정 2007). 젠더수행이론에서

는 무급노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가정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즉, 남성이 가구의 주요부양자

(male-breadwinner)로써의 지위가 위협(threat point)받는 지점에서 남

편과 아내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아지는 지점에서 남편은 주요 부양자로서의 전통적

성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노동시간을 줄이는 반면 아내는 전통적인

여성의 가사노동수행의 역할을 유지하기 무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현

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젠더수행이론이 예측하는 상대소득과 무급노

동시간의 관계는 아내는 U자 형태로 남편은 역U자 형태로 나타나게 된

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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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젠더수행이론

자료: Brines(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젠더수행 모형”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1. 상대적 협상력과 무급노동시간배분 관계에 대한 연구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은 아내소득비의 함수로 설명 되고

있으며,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배분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 및 연구

시기별로 교환이론과 젠더수행 이론을 검증한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

다. Brines(1994)는 미국의 가구 내 부부의 경제적 자원과 가사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간의 비대칭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아내의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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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비와 가사노동시간이 부(-)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환이론이 성

립되는 반면 남편은 역U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젠더수행이 작용하

고 있음을 보였다. Greenstein(2000)은 미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주당 가사노동시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젠더

수행이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Bittman(2003)은 호주기혼부부를 대상으

로 주당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에게는 젠더수행이 작용

하며, 기혼남성에게는 젠더수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Evertsson & Nermo(2004)는 미국과 스웨덴의 주당가사노동시간을 비

교분석한 결과 미국의 아내에게서 젠더수행이 나타는 것과는 대조적으

로 스웨덴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교환이론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김은지, 김수정(2007)과 이창순(2014)은 한국의 교환이론과 젠더

수행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김은지, 김수정(2007)은 한국 맞벌

이 가구에서 여성소득 기여가 남성보다 더 높은 구간(약 60%이상의 구

간)에서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젠더수행의 경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배우자의 상대소득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남편에게는 젠더수행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기수(2009)

는 시간제약이론이 한국 기혼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분업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는 젠더수행이론은 설명력이

없으며 오히려 교환이론이 아내에게 있어서 일정부분 설명력을 갖는다

고 주장한다. 이창순(2014)은 무급노동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가정관리

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포함한 총가사노동시간으로 분리하여 아내소득

비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배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아내가 생계부양자(아내소득비가 절반을 넘어가는 구간)가 되는

구간에서 아내의 젠더보상이 나타나고 남편은 미미하게 가사노동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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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만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 아내의 총

가사노동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성소득

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의 선행연구

결과는 아래 <표 3>을 통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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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아내 남편 종속변수 자료

Brines

(1994)
교환이론 젠더수행 가사노동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1985

Greenstein

(2000)
젠더수행 젠더수행 무급노동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 1987-1988
Bittman

(2003)
젠더수행 - 가사노동

Australian Time-Use

Survey, 1992
Evertsson

& Nermo

(2004)

교환이론 교환이론 가사노동

Swedish Level of

Living Survey, 1974,

1981, 1991, 2000
김은지,

김수정

(2007)

젠더수행 -
가사노동

(가정관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은기수

(2009)
시간제약이론 무급노동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이창순

(2014)
젠더수행 교환이론

무급노동

(가정관리

+

가족보살

피기)

가정관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9

<표 3>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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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설명은 국가별로 상이한 연

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소득비와 무급

노동시간의 관계는 젠더수행이론, 시간제약이론 및 교환이론 등으로 다

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의 두 이론을 검증한 연구결

과들은 여성에게만 젠더수행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수정,

김은지 2007: 이창순 2014). 한국의 여성들이 젠더수행을 따르고 있다면

가구 내 남편소득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은 상대적 협상력을 남편과 무

급노동시간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성역할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구 내 아내의 소득비가 높아지

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이라는 요인이 가구 내 무급노동실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젠더수행이론

에서 상정하는 사회화된 성역할로 인해 젠더수행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역할 태도 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성역할에 대

한 태도는 인식과 실제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젠더

수행이론의 설명에 더욱 부합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김진욱, 2008). 그

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여성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젠더수행이

론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성역할 태도에 관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만을 고려한 연구가 다수였다(Bittman, England, Sayer, Folbre, &

Matheson, 2003; Brines, 1994; 김수정, 김은지 2007).

본 연구는 젠더수행이론에서 설명하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 때문

에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역할로 회귀하고자 하는 요인이 무급노동시간

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 실제 가구 내 소득비가 높은 여성일수

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문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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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아래 <그림 3>은 실제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소득비 변화

에 따른 전통적 성역할의식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소득비가 높은

여성의 성역할의식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소득비가 낮은 여성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림 3> 맞벌이 여성의 아내소득비와 성역할 의식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표 4>와 같이 실제 맞벌이 아내들의 성역할의식에 따른 가사

노동시간을 보아도 아내소득비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반

대하는 여성이 오히려 더욱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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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아내소득비 구간 찬성(전통적) 반대

0-20 237 232
20-40 206 203
40-60 174 180
60-80 166 164
80-100 107 172

<표 4>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아래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본 연구 자료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맞벌이 가구 아내에게서의 U커브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무급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가

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경향은 하향하고 있다.

<그림 4> 무급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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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사 및 돌봄 노동시간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을 설명하는 지배적 이론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젠더보상에서 아내소득비 제곱항을 통해 가정하는 U커브

는 검증 및 발전되어야 할 명제인 것이다.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곡선적 관계가 나타날 것을 상정하여 아내소득비 제

곱항이 포함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과대추정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아래 <표 5>는 실제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형을 통해 아내

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직선적 관계로 가정한 모형과 이를 곡

선적 관계로 가정한 아내소득비 제곱항을 포함 모형을 비교·검증한 결

과이다. 두 모형의 결과는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이 곡선적 관계가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여 아내소득비 제곱항을 포함 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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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내소득비 제곱항이 포함된 모형에서 아내소득비 제곱항

의 경우 95%신뢰수준 하에서 유의미 하지 않다. 또한 이 모형에서 하

향하는 그래프가 상승하는 변곡점을 계산해보면 아내소득비 93.27%에

이르기까지 무급노동시간은 계속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내소

득비 제곱항을 포함한 2차식 모형으로 계수추정 시 아내소득비 구간 상

위 6.79%에서만 무급노동시간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젠더

보상에서의 곡선적 관계가 제시하는 무급노동의 상승효과는 그래프 끝

구간에서 미미하게 나타날 뿐이다.

둘째, 제곱항이 포함된 모형과 제곱항을 제외한 두 모형간의 모

형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정결정계수(Adj R-squared)를 비교해보면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내소득비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의 설정은 모형의 간명성 측면에

서도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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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항 포함 제곱항 제외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아내소득비
-1.136***

(0.293)

-0.581**

(0.243)

-0.555***

(0.159)

-0.627***

(0.125)

-0.335***

(0.103)

-0.292***

(0.0676)

아내소득비 제곱
0.00609*

(0.00317)

0.00294

(0.00263)

0.00315*

(0.00172)
- - -

일
-0.337***

(0.00977)

-0.248***

(0.00810)

-0.0886***

(0.00530)

-0.338***

(0.00974)

-0.249***

(0.00807)

-0.0894***

(0.00528)

성역할 태도¹
4.529*

(2.457)

4.334**

(2.038)

0.194

(1.333)

4.841**

(2.453)

4.485**

(2.034)

0.356

(1.331)

미취학아동유무²
72.97***

(4.996)

-15.22***

(4.144)

88.18***

(2.711)

73.21***

(4.997)

-15.10***

(4.142)

88.31***

(2.711)

개인소득
-0.0671***

(0.0256)

-0.0777***

(0.0212)

0.0107

(0.0139)

-0.0759***

(0.0252)

-0.0820***

(0.0209)

0.00607

(0.0137)

무학/초중졸³
6.859

(5.037)

4.491

(4.177)

2.369

(2.733)

6.494

(5.036)

4.314

(4.175)

2.180

(2.732)

대졸이상
-1.917

(4.115)

-7.189**

(3.413)

5.272**

(2.233)

-1.395

(4.108)

-6.937**

(3.405)

5.542**

(2.229)

30대⁴ 41.12*** 25.21*** 15.91*** 41.74*** 25.51*** 16.23***

<표 5>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과 제곱항을 제외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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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항 포함 제곱항 제외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7.705) (6.390) (4.181) (7.702) (6.385) (4.179)

40대
36.70***

(7.874)

37.87***

(6.530)

-1.177

(4.272)

37.57***

(7.864)

38.29***

(6.520)

-0.727

(4.267)

50대
16.89*

(8.682)

31.79***

(7.201)

-14.90***

(4.711)

17.89**

(8.671)

32.27***

(7.188)

-14.39***

(4.705)

60대 이상
-1.194

(10.22)

21.25**

(8.473)

-22.45***

(5.543)

0.186

(10.20)

21.92***

(8.452)

-21.74***

(5.532)

도농⁵ -24.83***

(5.992)

-24.05***

(4.969)

-0.781

(3.251)

-23.35***

(5.944)

-23.33***

(4.928)

-0.0151

(3.225)

임금근로

(시간제)⁶
21.59***

(4.799)

14.73***

(3.980)

6.863***

(2.604)

22.19***

(4.791)

15.02***

(3.972)

7.174***

(2.600)

고용주
-1.300

(9.159)

-0.582

(7.596)

-0.719

(4.970)

-0.255

(9.147)

-0.0768

(7.583)

-0.178

(4.963)

자영자
18.77***

(4.953)

9.114**

(4.108)

9.653***

(2.688)

20.26***

(4.894)

9.834**

(4.057)

10.42***

(2.655)

무급가족종사자
-10.90*

(6.604)

-2.007

(5.477)

-8.895**

(3.584)

-4.524

(5.711)

1.073

(4.734)

-5.598*

(3.099)

상수 305.5*** 240.1*** 65.40*** 295.1*** 235.1*** 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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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항 포함 제곱항 제외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13.47) (11.17) (7.308) (12.34) (10.23) (6.694)

Observations 3,146 3,146 3,146 3,146 3,146 3,146

R-squared

Adj R-squared

0.440

0.4375

0.377

0.3731

0.474

0.4708

0.440

0.437

0.376

0.3731

0.473

0.4704

주: *** p<0.01, ** p<0.05, * p<0.1
( ) 는 표준편차
¹ 성역할태도: 1.매우 반대 2.반대하는 편 3.찬성하는 편 4.매우 찬성
² 미취학아동유무: 준거집단은 미취학자녀 없음
³ 학력: 준거집단은 고졸
⁴연령: 준거집단은 20대
⁵ 도농: 준거집단은 농가
⁶ 직업: 준거집단은 임금근로자(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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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젠더수행이 나타나는 구간은 소수의 맞벌이 아내에게만 해

당하는 설명으로 이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연구들에서 젠

더보상이 나타난다고 제시하는 아내소득비가 60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

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가 소득비

의 60-80구간에 있는 여성은 4.22%, 80-100구간에 있는 여성은 0.79%

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5.01%의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의 증

가를 가지고 한국의 맞벌이 아내에게서 젠더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을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단위: %

아내소득비 구간 맞벌이 여성 분포

0-20 30.2

20-40 36.83

40-60 27.97

60-80 4.22

80-100 0.79

총 비율 100

<표 6> 아내소득비 구간에 따른 맞벌이 여성의 분포

마지막으로 최근 해외 연구에서도 젠더보상이론의 설명을 반박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Gupta의 자치가설(Autonomy hypothesis)이 있다. 자치가설은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에서 아내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는 남편과의 상대적 소득비가 아닌 여성자신의 절대소득이 높을 때 자

율적인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가구

내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을 아내소득비가 아닌 여성의 절대소득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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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경우 기존이론에서 주장하던 U커브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Gupta, 2006; 2007). McClintock(2015)은 젠더보

상이론의 설명이 소득역전이라는 직업영역에서 비전통적인 성역할의 상

황을 가구 내 전통적 성역할을 통해 보상하려는 것임에 착안하여 직업

과 가사노동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젠더보상의 발생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Schenider(2012)의 분류에 따라 가사노동을 남성적 가사노동, 여

성적 가사노동, 중립적 가사노동으로 나누고 직업에서의 비전통적인 성

역할을 가구 내 전통적 성역할의 가사노동을 통해 보상하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직업에서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서도 비전통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선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남성적인 집

안일(잔디깍기, 가구수리)보다 여성적인 집안일(요리, 청소, 빨래)에 더

많은 가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젠더의 보상이 발생하지

는 않음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모형 적합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최근 국외 연구결과

검토, 성역할태도에 관한 변수와 아내소득비의 분포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배분을 젠더보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무급노동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는 젠더보상이 나타날 것

을 기대한 채 이론을 검증하거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

색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처럼 상대적 협상력과 가

사노동시간배분의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는 무리

가 있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무급노동배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

에 머물러 있어 맞벌이 가구가 실제 어떠한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

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맞벌이 가구 부부 특히, 무급노동의 주

요 부담자가 되는 여성의 행태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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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맞벌이 부부들의 무급노동배분을 설

명하는데 비선형가정을 검토하고 이후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정의 시간

을 배분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맞벌이 부부가 기본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무급노동시간의 절대량이 존재할 것이다. 이때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주 부담자가 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무급노동시간의 절대량을 해결하고자 취할 수 있는 전략의 행태를 분류

해 보면 다음과 같다.

Strober와 Weinberg(1980)는 근로기혼여성이 시간압박의 상황

하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재분류해보면 크게 3가

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교환이론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무급노동시간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과 협상을 통해 무급노

동시간을 배분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자신의 무급노동시간

의 강도(intensity)를 높이거나 자신이 보유한 24시간에서 여가 및 수면

을 줄이고 무급노동의 총량을 유지하는 즉, 희생(sacrifice)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무급노동시간의 총량유지를 위해 남편이외

의 가족구성원의 시간으로 대체(substitution)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맞

벌이 가구는 위의 3가지 전략 중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봄

으로써 정책대상집단이 되는 맞벌이 부부 특히 근로기혼여성에 대한 이

해를 통해 일·가정양립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work)뿐만 아니라

의 가구 내(family)로 초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맞벌이 가구의 부부가 첫 번째로 제시된 교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총 무

급노동시간 중 남편이 차지하는 무급노동시간 비율의 변화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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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인 희생전략은 아내소득비가 증가할

수록 전체 24시간 중 제도적 제약 즉,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 및

수면 등의 나머지시간대비 무급노동시간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의 시간대체 전

략은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여성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제 3장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본 연구는 가구 내 여성의 협상력(아내소득비)이 증가함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맞벌이 근로기혼여성들이 가구 내 무급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배분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무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함한 총

무급노동시간으로 한다. 독립변수는 맞벌이 가구 내 아내의 소득비를

사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환이론과 젠더수행이론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협상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내소득비 변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가구

내 상대적 협상력을 나타내는 아내 소득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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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는 부모존재 유무로 설정한다. 가구의 특성 중 부모는

근로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구 내 구성원을 통해 가사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존재가 된다.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가구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가구 특성으로는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

해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와 농촌여부, 가구 내 무급

노동시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주기 및 가족구조 측면의

요인으로 미취학자녀유무를 통제한다.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그리고 제도적인 시간제약이 되어 가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과 유급노동시간을 통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개념적 분석틀은 아래

<그림 6>와 같다.



- 35 -

<통제변수>

-가구특성

도농, 미취학자녀유무

-개인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 태도, 직업,

유급노동시간

<조절변수>

부모동거

유무

<종속변수>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

-돌봄노동

<독립변수>

상대적

협상력

<그림 6>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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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맞벌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위해 가구 내 가

사노동 해결에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Strober와 Weinberg(1980)가 제시한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교환이론에 근거한 남편

과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전략이다. 교환이론에서는 가사노동은 남녀모두

에게 피하고 싶은 일로 가사노동을 배분하기 위해서 부부는 각자가 가

진 자원을 이용하여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각자가 가진 자원은 교육수

준, 전문성, 소득 등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이 가진 자원을 대표하는 것은

교육수준과 전문성 그리고 가용시간의 함수로 나타나는 상대소득이 된

다. 따라서 더 많은 소득을 취하는 쪽이 협상력이 증가하게 되고 무급

노동을 덜하게 될 것이다. 협상전략이 성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부 중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교환의 성립여부는 맞벌이 부부의 총 무급노동시간 중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의 비율(%)로 측정한다.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아내소득비

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

수록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이 감소하여 부(-)의 관계가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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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희생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남편과

협상을 통한 배분에 실패하거나 혹은 무급노동을 아내 자신 스스로가

전통적인 성역할로써 수행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내소득

비가 증가할수록 여가와 수면 등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자신의 무급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희생전략에서는 맞벌이

여성 개인이 보유한 시간이 24시간으로 제약되어 있고 노동시간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요구되는 무급노동시간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및 수

면 등 다른 시간을 희생하여 무급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희생전략

이 성립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2: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다른 시간(수면, 여가 등)은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맞벌이 아내의 희생여부는 나머지시간 대비 무급노동시간의 비

율(%)로 측정한다. 희생을 하고 있다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다른

시간은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여 양(+)의 관계를 갖게 될 것

이다. 희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다른 시간은

증가하거나 유지한 채 무급노동시간을 줄이게 되어 음(-)의 관계를 나

타낼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가사노동시간의 총량유지를 위해 가족구성원의

시간을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대체(substitution)하는 방법이 있다. 맞벌

이 여성이 가사노동을 가구 내에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양가부모가 존재

하는 가족구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이처럼 대체전략을 통해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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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존재유무에 따른 조절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 부모존재유무는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또한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가 부모존재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무급노동시간 유형별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추가

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무급노동시간 유형별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1: 부모존재유무는 아내소득비와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가설3.2: 부모존재유무는 아내소득비와 돌봄노동시간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대체전략의 선택여부는 가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감소정도(분)

로 측정한다. 가사노동에서 대체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면 아내소득비 증

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부모와

동거하는 근로기혼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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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이다. 무급노

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을 포함한 총 무급노동시간을 의미한

다. 통계청의 생활시간분류기준에 따르면 생활시간은 개인유지, 일, 학

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 이동, 기

타의 9개 대분류와 50개의 중분류 16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무급노동시간은 <표 7>와 같이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포함한다.

종속변수
생활시간자료의 행동분류

대분류 중분류

무급노동시간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표 7> 생활시간자료의 행동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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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라서 무급노동시간을 가족보살피기를 제외한 가정관리

만 포함하기도 하고(Greenstein, 2000) 양육과 쇼핑을 제외한 가정관리

항목만 포함하기도 하며(Brines, 1994; Bittman et al., 2003; 김수정, 김

은지, 2007),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이창순,

2014). 본 연구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모두 포함하는 무급노동

시간을 종속변수로 한다. 추후 정확한 분석을 위해 무급노동시간 유형

별로 분리한 검토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되는 협상력은 아내소득비로 한다. 아내소

득비는 맞벌이 부부의 전체소득 중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0

(전체소득에서 아내소득비중이 0%인 경우)부터 1(전체소득에서 아내소

득비중이 100%인 경우)의 사이 값을 가진다. 즉, 아내소득비가 0인 경

우는 부부 중 남편의 소득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반

대로 아내소득비가 1인 경우는 부부 중 아내의 소득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의 범위는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로

한정하므로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진다.

3. 조절변수

부모존재유무는 더미변수로 설정한다. 여기서 부모는 자신의 부

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를 포함하게 되어 양가 부모를 모두 모시고 살

면 총 4명의 부모님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맞벌이 부

부가구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1명 또는 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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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구가 시부모님 2명을 모시고 살거나 홀로 된 부모님 1명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존재유무에 대한

측정은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만 10세 이상의 가족구성원 모두를 조사대

상으로 하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설문을 통해 가족구성원을 파악

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설문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를 부모(배우자쪽 포함)로 응답한 가구를 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로 측

정 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

로 근로기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특성과 개

인적 특성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구특성으로는 도농, 미취학자녀유무를 고려한다. 도농의

구분은 농가와 비농가로 가구구분을 묻는 설문의 응답을 더미변수로 설

정한다. 농가의 시간사용은 도시지역의 시간사용방식과 그 구성과 가용

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농여부를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미취학자녀 유무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근로기혼여성의 생애주

기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것은 무급노동시간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

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상반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

인지리포트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195만 5천 명 중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가 29.2%, 임신과 출산이 21.2%로 나타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경

력단절 사유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경력단절 전후시기 근로

기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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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그리고 제도적 제약

인 직업과 유급노동시간을 투입한다. 생활시간조사에 연령은 만 나이로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만 나이를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여 투입한다. 본

자료의 맞벌이 가구 중 10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대부터 60대 이

상을 범주형 변수로 통제한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무학 및 초중학교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형 변수로 설정해 통제한다. 맞벌이 부부의 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변수로 한다.

성역할태도는 성평등에 대한 전통사상정도를 나타낸다. 젠더수행

이론에 따르면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녀의 무

급노동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2009년 생활

시간조사에서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매우

찬성(1)부터 매우반대(4)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역코딩하

여 점수가 4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

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무급노동시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약인 가용시간

과 관련된 변수로 직업과 유급노동시간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맞벌이 여성의 직업형태와 유급노동시간은 가용시간을 결정짓는 요인으

로써 이러한 제약 요소를 고려한다. 직업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되고 임금근로자에는 전일제와 시간제근로자가 비임금근

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를 전일제 임

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한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유급노동시간은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

중 일로 분류된 시간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고려한 변수의 구성과 척도

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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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설문문항 척도

종

속

변

수

무

급

노

동

시

간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10분 단위

가족

보살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독

립

변

수

상

대

적

협

상

력

아내

소득비

귀하의 개인 월평균

소득(세금공제 전)은

얼마입니까?(구간)

*가구 소득 중

아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연속형

0~1(0%~100%)

조

절

변

수

부

모

유

무

부모존재

유무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배우자쪽 포함)

0=무/ 1=유

통

제

변

수

가

구

특

성

도농 가구구분 0=농가/ 1=비농가

미취학

자녀유무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 0=아니오/ 1=예

개

인

적

특

연령
실제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0=20대/ 1=30대

2=40대/ 3=50대

4=60대 이상

<표 8> 변수의 구성 및 척도



- 44 -

구

분
변수 설문문항 척도

성

교육수준

현재 학력을 기준으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0=고등학교

1=무학/초중등학교

3=대학교 이상

성역할

태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반대한다

2=반대하는 편이다

3=찬성하는 편이다

4=매우 찬성한다

직업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0=임금근로자

(전일제)

1=임금근로자

(시간제)

2=고용주

3=자영자

4=무급가족종사자

유급노동

시간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일(농립어업 제외),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1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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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 분석

제 1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OLS회귀분석과 토빗(Tobit)분석을 사용

한다. 종속변수인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시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급

노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0이하의 값을 가질 수 없게 된다(Hyun,

2012). 무급노동시간이 0일 경우가 많다면 무급노동시간의 분포는 절단

된 샘플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회귀계수를 과소추정할 우려

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종속변수 특성 때문에 OLS회귀분석 이외에

토빗(Tobit)분석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토빗(Tobit)모형은

종속변수가 절단(censored or truncated)되었을 경우에 사용되며 최우추

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여 절단된 종속변수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고려해 일반적으로 계산된 계수크기에 영

향을 미친다(박정수, 김준기 2014). 토빗(Tobit)모형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Tobit 모형】에서 
는 맞벌이 아내의 무급노동시간량으로 0 또

는 그 이상의 값을 갖는다. 는 무급노동시간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로 가구 및 개인특성 등을 포함한다. 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이고 분

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Long. J.S, 2000).

【Tobit 모형】


     

 if 
  

 i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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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술통계

1. 종속변수

총 5,306명의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맞벌이

부부는 평일 평균 104분(1시간 44분)의 무급노동시간을 수행하고 있으

며, 남편이 28분 아내가 186분(3시간 6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무급노동을 약 6.6배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급노동의 유형별로는 남편이 가사노동에 18분을 투입하고 돌봄

노동에 9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내는 가사에 149분 돌봄에 37분을 투

입하고 있어 가사와 돌봄 모두 맞벌이 아내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단위: 분

구 분 남편 아내 부부합계
총

무급노동시간

28

(49)

186

(115)

104

(118)

가사시간
18

(35)

149

(90)

81

(94)

돌봄시간
9

(29)

37

(64)

223

(51)

비율 51.78% 48.22% 100%

주 1) ( )는 표준편차.

<표 9 >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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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아내소득비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총 소득에서 아내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내소득비가 0(가구소득에서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을 차지)인 가구부터 100(가구소득에서 아내소득이 대부

분을 차지)인 가구까지 분포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아내소득비 평균

은 30.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소득 비중이

부부 총 소득 중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소득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아내소득비를 20구

간8)을 기준으로 나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아내소득비 20-40구간이

36.7%, 0-20구간에 30.9%, 40-60구간에 27.1%, 60-80구간에 4.3%,

80-100구간에 1.0%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0-60구

간에 94.7%인 맞벌이 여성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으며, 소득이 남편보

다 많은 60-100구간의 맞벌이 여성은 전체 맞벌이 가구 중 5.3%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소득비구간 60이상

의 맞벌이 여성에게 나타나는 젠더보상 즉, U커브는 젠더보상이론에서

가정하는 전통적 성역할로 회귀하려는 해석보다는 5.3%의 소수의 특정

여성에 대한 설명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8) 아내소득비 0: 0-20구간, 20: 20-40구간, 40: 40-60구간, 60:60-80구간, 80:80-100구간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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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맞벌이 아내의 소득비 분포

단위: %

3. 조절변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9)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에서 전체 맞벌이 부부가

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7.74%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가구는

92.26%에 해당한다.

아래 <표 10>는 부모동거 유무별로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

간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총 무급노동시간이 226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213분으로 부모와 동거할 경우 맞벌이 부

부는 무급노동시간을 13분 정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증가로 인한 전반적 무급노동시간의 자연적인 증가로 해석된다.

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핵가족비중은 1970년 71.5%에서 2010년 82.3%
로 증가한 반면 직계가족은 1970년 18.8%에서 2010년 6.2%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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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부모

동거

유무

비율 분류 남편 아내 부부합계

유 7.74%

총

무급노동시간
35 191 226

가사시간 16 143 159

돌봄시간 19 48 67

무 92.26%

총

무급노동시간
27 186 213

가사시간 19 149 168

돌봄시간 9 36 45

<표 10> 부모동거 유무와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4. 통제변수

1) 가구특성

가구 특성으로써 도농여부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중 농가는

13.61% 비농가는 86.3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비

농가에 속하고 있다. 농가와 비농가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을 살

펴본 결과 농가에서는 257분(4시간 17분) 비농가에서는 151분(2시간 31

분)으로 농가가 106분(1시간 46분)을 무급노동에 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는 농가와 비농가의 생활방식의 차이

와 직업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급노동시간이라는 제도적 제약 즉, 가

용시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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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도농 비율 분류 남편 아내 부부합계

농가 13.61%

총

무급노동시간
37 220 257

가사시간 33 200 233

돌봄시간 4 20 24

비농가 86.39%

총

무급노동시간
27 124 151

가사시간 16 95 111

돌봄시간 11 29 40

<표 11> 도농여부와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다음으로 생애주기와 가구구성 특성 측면에서 미취학자녀의 유

무는 무급노동시간 중 특히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

다. 맞벌이 가구 중 미취학자녀가 없는 가구가 84.08% 미취학자녀가 있

는 가구는 15.92%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의 무급노동시간인 196분

(3시간 16분)보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무급노동시간이 308분(5

시간 8분)으로 약 2시간이상이 더 많다.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의 가

사노동시간은 172분(2시간 52분), 돌봄시간은 24분이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가사노동시간이 146분(2시간 26분) 돌봄시간이 162분(2시

간 42분)이다. 이처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돌봄시간이 2시간 18

분 더 많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무급노동시간 증가 대부분이 돌

봄시간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내보다 남

편의 무급노동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있어서 미취학자녀

의 존재는 남편의 돌봄시간을 4분에서 36분으로 약 8배 정도 증가시킴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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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미취학

자녀유

무

비율 분류 남편 아내 부부합계

무 84.08%

총

무급노동시간
23 173 196

가사시간 19 153 172

돌봄시간 4 20 24

유 15.92%

총

무급노동시간
55 253 308

가사시간 19 127 146

돌봄시간 36 126 162

<표 12> 미취학자녀유무와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2) 개인특성

아래 <표 13>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연령분포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19.3%와 18.2%로 40대가 가장 많으며, 남편은 50대

13.6%, 30대 40.8%, 60대 이상 7.1% 20대 0.9%순으로 아내는 30대

12.6% 50대 10.3% 60대 이상 4.9% 20대 2.3%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맞벌이 아내의 무급노동시간이 210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은 미취학 아동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전반적

으로 아내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에서 아내보다 무급노동시간을 적게 투입하

고 있으며,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22분과 21분으로 가장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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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단위: 분, (%)

연령 남편 아내 전체

20대
42

(0.9)

164

(2.3)

206

(3.2)

30대
41

(10.8)

210

(12.6)

251

(23.4)

40대
22

(19.3)

177

(18.2)

199

(37.5)

50대
21

(13.6)

179

(10.3)

200

(23.9)

60대 이상
34

(7.1)

183

(4.9)

217

(11.9)

전체
160

(51.8)

913

(48.2)

1073

(100)

<표 13> 맞벌이 부부 연령의 기술통계

<표 14>과 같이 맞벌이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21.2%로 가장 많

으며 대졸이상이 20.1% 무학 및 초중졸이 10.5%를 차지하고 있다. 맞

벌이 아내도 고졸이 21.9%로 가장 많으며 무학 및 초중졸과 대졸이상

이 13.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사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제외하고 남편과 아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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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

학력 남편 아내 전체

무학/초중졸
186

(10.5)

186

(13.2)

372

(23.7)

고졸
183

(21.2)

183

(21.9)

367

(43.0)

대졸이상
31

(20.1)

189

(13.2)

220

(33.2)

전체
401

(51.8)

558

(48.2)

959

(100)

<표 14> 맞벌이 부부 학력의 기술통계

<표 15>는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기술통계이다. 성

역할 태도는 매우반대(1점)에서 매우찬성(4점)으로 중립적 응답을 제외

한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 전체는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에 반대하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

는 응답이 34.2%, 매우반대라는 응답이 7.2%, 매우찬성하는 응답이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결과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아내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욱 높았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무급노동시간을 보면 남편들은 성역할 태도

에 대한 응답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무급노동시간이 낮았으며, 아내들

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찬성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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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

성역할태도 남편 아내 전체

매우반대
27

(2.0)

172

(5.2)

199

(7.2)

반대
29

(26.9)

180

(28.7)

210

(55.5)

찬성
26

(20.9)

203

(13.3)

229

(34.2)

매우찬성
24

(2.0)

204

(1.0)

228

(3.1)

전체
106

(51.8)

759

(48.2)

865

(100)

<표 15> 맞벌이 부부 성역할태도의 기술통계

맞벌이 부부의 직업 분류는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며, 임금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비 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

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진다. 맞벌이 남편의 직업은 전일제 임금

근로자가 27.4%, 자영자가 16.8%, 고용주가 4.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2.2%, 무급가족종사자가 0.6%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아내는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21.0%, 무급가족종사자가 10.7%,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8.2%, 자영자가 6.8%, 고용주가 1.6% 순으로 나타나 전일제 임금근로를

제외하면 남편은 자영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맞벌이 아내의 무급노동시간을 나타낸 <표 16>를

살펴보면 가용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가 무

급노동시간을 가장 적게 사용하며 시간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의 경우는 무급노동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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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분, (%)
직업유형 남편 아내 전체
임금근로자

(전일제)

26

(27.4)

154

(21.0)

180

(48.3)
임금근로자

(시간제)

38

(2.2)

234

(8.2)

272

(10.4)

고용주
22

(4.8)

150

(1.6)

173

(6.4)

자영자
30

(16.8)

191

(6.8)

221

(23.6)

무급가족종사자
30

(0.6)

214

(10.7)

244

(11.4)

전체
147

(51.8)

943

(48.2)

1091

(100)

<표 16> 맞벌이 부부 직업의 기술통계

아래 <표 17>는 맞벌이 부부의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남편이 428분(7시간 8분) 아내가 353분(5시간 53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아내들이 시간이 1시간 15분 적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

편의 경우 전일제 및 자영자의 근로가 많은 반면 아내는 시간제 및 무

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맞벌이 부부의 직업구성의 차

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단위: 분

맞벌이 부부

평균 노동시간

남편 아내 전체
428

(168)

353

(174)

392

(175)
주 1) ( )는 표준편차

<표 17> 맞벌이 부부의 일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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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구

내 무급노동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무급노

동시간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3가지 전략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교환,

희생, 대체전략을 각각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교환전략

아내의 상대적 협상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 남편과의 무급

노동 배분에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총 무급노동시간 중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의

비율(%)이다. 각 맞벌이 가구 부부의 무급노동시간과 유급노동시간 그

리고 다른 시간이 동일 한 상태에서의 무급노동시간 교환의 성립여부를

추정 해 보고자한다.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

율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면 교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이 감소하

여 부(-)의 관계를 갖는다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 가능

하다. 독립변수는 아내소득비이고 통제변수로는 유급노동시간, 성역할태

도, 미취학아동유무, 개인소득, 학력, 연령, 도농, 직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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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소득비 부부 총 무급노동시간유급노동시간
성역할태도다른시간미취학아동유무개인소득학력
연령도농직업 

*   남편무급노동시간부부총무급노동시간

2. 희생전략

맞벌이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구 내 남편과의 무

급노동 배분 협상에 실패하거나 사회화된 전통적 성역할로 인해 무급노

동이 여성의 일이라고 받아들일 경우,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시간적 희생을 통해 무급노동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근로기혼여성은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

록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되는 유급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 및

수면 등 나머지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늘리고자 할 것이다. 따

라서 종속변수는 유급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 대비 무급노동시간

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아내소득비 유급노동시간 성역할태도
미취학아동유무개인소득학력연령도농직업 

*   무급노동시간나머지시간10)

10) 나머지 시간: 생활시간조사의 9가지 대분류 중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를 제외한
나머지시간으로 개인유지, 학습, 참여 및 봉사, 교재 및 여가, 이동, 기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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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하고 있다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다른 시간은 감소

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여 양(+)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희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다른 시간은 증가하거나 유

지한 채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되어 음(-)의 관계를 갖는다.

3. 대체전략

맞벌이 여성이 가족구성원을 통한 무급노동시간의 대체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무급노동

시간의 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소득비와 부모유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부모유무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무급노동의 유

형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사노동

과 돌봄노동을 세분화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체전략】

무급노동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유급노동시간성역할태도미취학아동유무개인소득
학력연령도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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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략: 가사노동】

가사노동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유급노동시간성역할태도미취학아동유무개인소득
학력연령도농직업 

【대체전략: 돌봄노동】

돌봄노동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아내소득비×부모유무
유급노동시간성역할태도미취학아동유무개인소득
학력연령도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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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결과

제 1절 교환전략 분석결과

아래 <표 18>은 맞벌이 부부의 교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지 분

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아내 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부부의 총

무급노동시간 중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비율(%)은 증가하는 양(+)의 관

계를 보이고 있어 일견 교환이론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

석결과의 실질적 의미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총 무급노동시간, 노동시

간, 다른 시간 등이 동일 할 때 가구의 총 무급노동시간 중 남편이

17%만을 무급노동시간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아내소득비 100구간에서 맞벌이 부부의 총 무급노동시간이 100분이라고

할 때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은 17분에 불과한 것이다. 즉, 맞벌이 가구에

서 아내가 부부의 총소득을 책임지고 있더라도 부부에게 주어진 무급노

동시간의 100분(1시간 40분) 중에서 아내는 83분(1시간 23분)을 남편은

17분을 투입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보다 무급노동을 약 6배 더 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 의미의 교환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른 변수를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유무의 경우에는 아내소득비

가 증가할수록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을 42%증가 시키고 있어 미취학아

동의 유무가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

령의 경우에는 20대 맞벌이 부부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에서 무급노동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있다. 즉 전 연령에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무급노동시간 교환은 성립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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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남편/부부 총 무급노동시간

아내소득비
0.173***

(0.0250)

부부 총 무급노동시간
0.0531**

(0.00375)

일
0.0650**

(0.00363)

성역할 태도¹
-0.140

(0.493)

다른 시간(여가 및 수면 등)
0.0594**

(0.00393)

미취학아동유무²
4.216***

(1.055)

개인소득
-0.006

(0.00509)

무학/초중졸³
-1.232

(1.010)

대졸이상
0.543

(0.826)

30대⁴
-8.050***

(1.560)

40대
-10.52***

(1.595)

50대
-7.642***

(1.754)

60대 이상
-4.900**

(2.055)

도농⁵ -4.594***

(1.201)

임금근로(시간제)⁶ -0.536

(0.963)

고용주
-1.510

(1.846)

자영자
-1.932**

(0.984)

무급가족종사자
1.426

(1.146)

<표 18> 교환전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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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희생전략 분석결과

<표 19>는 맞벌이 여성이 자신이 보유한 24시간 중 유급노동시

간을 제외한 여가 및 수면 등 다른 시간 대비 무급노동시간의 비율(%)

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음

(-)의 값을 가지므로 자신의 여가 및 수면 등 다른 시간에 대한 사용은

증가시키거나 유지한 채 무급노동시간만을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희생하여 가사노동을 늘리고 있는

희생전략을 취하지는 않는다.

다른 통제변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이 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득비가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많을 것이며, 이러한 가용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급노동시

간이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에는 전통적

종속변수(%) 남편/부부 총 무급노동시간

상수
-31.36***

(3.622)

Observations 3,130
R-squared 0.163
Adj R-squared 0.157

주: *** p<0.01, ** p<0.05, * p<0.1
( ) 는 표준편차
¹ 성역할태도: 1.매우 반대 2.반대하는 편 3.찬성하는 편 4.매우 찬성
² 미취학아동유무: 준거집단은 미취학자녀 없음
³ 학력: 준거집단은 고졸
⁴연령: 준거집단은 20대
⁵ 도농: 준거집단은 농가
⁶ 직업: 준거집단은 임금근로자(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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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역할을 가질수록 무급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또한 미취학자녀

가 있을 경우 무급노동시간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무급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학

력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에는 20

대와 비교할 때 30대, 40대, 50대 모두 무급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60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도농의 경우에는 농가에 비해 도시

의 맞벌이 여성이 무급노동을 줄이고 있다. 직업은 전일제 임금근로자

여성보다 시간제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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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무급노동시간/나머지시간

아내소득비
-0.0831***

(0.0177)

일
-0.0251***

(0.00139)

성역할 태도¹
0.662*

(0.349)

미취학아동유무²
10.58***

(0.711)

개인소득
-0.011***

(0.00359)

무학/초중졸³
0.908

(0.717)

대졸이상
-0.308

(0.585)

30대⁴
6.141***

(1.096)

40대
5.024***

(1.120)

50대
2.403*

(1.234)

60대 이상
0.131

(1.451)

도농⁵ -2.921***

(0.846)

임금근로(시간제)⁶ 2.903***

(0.682)

고용주
0.136

(1.302)

자영자
2.731***

(0.697)

무급가족종사자
-0.580

(0.813)

<표 19> 희생전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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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대체전략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맞벌이 여성은 교환이나 희생전략

을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무급노동시

간은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이 무급노동을 교환이나

희생 없이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가구 내 가족구성원을 통해 무급노동을

대체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아내가 무급노동

을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을 친정 부모 혹은 시부

모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내소

득비와 부모유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른 무

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의 감소정도(분)를 분석하 였다.

<표 20>은 OLS회귀분석과 토빗(Tobit)분석을 모두 제시하고 있

으나 0이하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종속변수 특성을 반영한 토빗

(Tobit)모형의 추정결과가 분석 및 논의의 정확성을 제공한다. 토빗

종속변수(%) 무급노동시간/나머지시간

상수
28.44***

(1.756)
Observations 3,146
R-squared 0.274
Adj R-squared 0.270

주: *** p<0.01, ** p<0.05, * p<0.1
( ) 는 표준편차
¹ 성역할태도: 1.매우 반대 2.반대하는 편 3.찬성하는 편 4.매우 찬성
² 미취학아동유무: 준거집단은 미취학자녀 없음
³ 학력: 준거집단은 고졸
⁴연령: 준거집단은 20대
⁵ 도농: 준거집단은 농가
⁶ 직업: 준거집단은 임금근로자(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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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it)추정결과 무급노동에서 절단되지 않은 종속변수는 3,112개이며

가사노동은 3,089, 돌봄노동은 1,683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취학아이가

없을 경우 돌봄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 0이하의 절단된 값이 돌봄노동에

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토빗(Tobit)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은 평균

무급노동시간을 293분(4시간 53분)을 투입하고 있다.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른 부모존재 유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

하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의 감소가 –0.585로 나타난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의 감

소가 –1.297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가 10%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약 5.8분정도 줄이는 반

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 10%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약 12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보다 무급노동시간을 약 2배 줄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와

동거유무에 따른 조절효과가 7.1분 존재한다.

그렇다면 부모의 존재로 인해 나타나는 조절효과가 무급노동 유

형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사노동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맞

벌이 여성은 –0.294,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은 –1.027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 10%증가할수록 무급노동을

2.9분 줄이는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 10%증

가할수록 10분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서의 아

내소득비 증가에 따른 부모존재유무에 따른 조절효과가 7.3분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노동에서의 부모존재유무의 조절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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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지 않았다.

맞벌이 여성은 가사노동을 평일 평균 233분(3시간 53분)을 사용

하고 있다. 가사노동에서의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유급노동시간이 증

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는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유무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이 없는 가구의 맞벌이 여성보다 미취학아동이 있

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소득비 1%증가할 때 15분정도 감소하

고 있다. 이는 맞벌이 여성이 가용한 무급노동시간 중에서 미취학자녀

가 존재할 경우 가사노동보다는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

서 기인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시간이 소득비

1%증가에 따라 102분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이듯 미취학아동이 있

을 경우 여성이 사용가능한 무급노동시간 중 대부분을 돌봄시간에 투입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개인소득은 높아질수록 가

사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어 여성의 절대소득이 가사노동을 감소시킨다는

Gupta(2006, 200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졸학

력의 맞벌이 여성에 비해 대졸이상학력의 여성이 7분 정도의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학력여성과 비교할 때 무학 및

초중졸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20대 맞

벌이 여성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의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가구특성인 도농여부의 경우 농가의 맞벌이 여성보다 비농가의

여성이 가사노동을 23분 덜하고 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일제 임금

근로여성과 비교할 때 시간제 임금근로여성이 14분을 자영업 여성이 10

분의 가사노동을 더 하고 있다.

다음으로 돌봄노동을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은 돌봄노동에 평일

평균 61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돌봄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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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감소하고 있다. 가사노동과는 달리 돌봄노동에서는 성역할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취학아동유무의 경우는 돌봄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취학아동이 없는 여성보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이 102분(1시간 42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다. 맞벌이 여성의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돌봄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시

간과는 달리 여성의 절대소득의 돌봄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존재하지 않

는다. 이는 돌봄은 가치재이며 여성이 소유한 물질적 자원이 자녀의 돌

봄시간에는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

다. 고학력이나 고소득 여성의 경우는 돌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소유한 자원이 시간적 측

면에서 자녀돌봄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고학력 동질혼 부부가 저학력

동질혼 부부보다 하루 평균 100분 정도 긴 시간동안 자녀를 돌본다는

노혜진(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보다 30대가 돌봄시간에 24분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30

대 여성에게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돌봄노동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돌봄시간은 급격히

감소한다. 직업에 따라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보다 시간제 임금근로자

가 10분을 자영자가 15분을 돌봄시간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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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Tobit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아내소득비
-0.586***

(0.126)

-0.296***

(0.104)

-0.290***

(0.0682)

-0.585***

(0.126)

-0.294***

(0.106)

-0.719***

(0.125)

부모유무
17.22

(11.00)

16.87*

(9.120)

0.351

(5.977)

16.41

(11.10)

17.19*

(9.255)

-4.620

(9.844)

아내소득비*부모

유무

-0.709**

(0.297)

-0.671***

(0.246)

-0.0387

(0.161)

-0.712**

(0.299)

-0.733***

(0.251)

0.0948

(0.263)

일
-0.337***

(0.00975)

-0.248***

(0.00808)

-0.0893***

(0.00529)

-0.340***

(0.00983)

-0.251***

(0.00819)

-0.152***

(0.00911)

성역할 태도¹
4.897**

(2.452)

4.534**

(2.032)

0.363

(1.332)

5.042**

(2.468)

4.717**

(2.061)

-0.832

(2.184)

미취학아동유무²
73.72***

(5.012)

-14.66***

(4.154)

88.38***

(2.722)

74.10***

(5.043)

-15.51***

(4.222)

102.3***

(4.061)

개인소득
-0.0744***

(0.0252)

-0.0806***

(0.0209)

0.00619

(0.0137)

-0.0758***

(0.0254)

-0.0861***

(0.0212)

0.0543**

(0.0226)

무학/초중졸³
6.263

(5.033)

4.099

(4.171)

2.164

(2.733)

6.872

(5.069)

4.447

(4.226)

-7.110

(4.850)

대졸이상
-1.670

(4.107)

-7.186**

(3.404)

5.516**

(2.231)

-1.742

(4.132)

-7.213**

(3.450)

5.033

(3.479)

<표 20> 대체전략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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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Tobit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30대⁴
42.38***

(7.705)

26.09***

(6.386)

16.30***

(4.185)

42.69***

(7.755)

26.28***

(6.483)

24.82***

(6.533)

40대
38.21***

(7.869)

38.86***

(6.522)

-0.658

(4.274)

38.65***

(7.920)

39.19***

(6.618)

-2.753

(6.767)

50대
18.12**

(8.666)

32.49***

(7.182)

-14.37***

(4.706)

17.68**

(8.725)

32.14***

(7.286)

-35.76***

(7.725)

60대 이상
0.657

(10.20)

22.40***

(8.451)

-21.74***

(5.538)

0.592

(10.26)

22.20***

(8.566)

-68.14***

(10.12)

도농⁵ -23.29***

(5.995)

-23.21***

(4.969)

-0.0847

(3.256)

-23.48***

(6.032)

-23.44***

(5.029)

9.194

(6.374)

임금근로

(시간제)⁶
22.18***

(4.788)

15.00***

(3.968)

7.174***

(2.600)

22.01***

(4.816)

14.97***

(4.018)

10.44**

(4.189)

고용주
2.226

(9.196)

2.225

(7.621)

0.000376

(4.994)

1.892

(9.258)

2.102

(7.739)

2.917

(7.864)

자영자
20.53***

(4.896)

10.07**

(4.058)

10.46***

(2.659)

19.94***

(4.933)

10.01**

(4.114)

15.31***

(4.404)

무급가족종사자
-4.189

(5.709)

1.386

(4.731)

-5.576*

(3.100)

-4.755

(5.745)

0.712

(4.792)

-14.11***

(5.330)



- 71 -

OLS Tobit

종속변수(분)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상수
292.7***

(12.40)

232.8***

(10.28)

59.96***

(6.733)

293.3***

(12.48)

233.7***

(10.42)

61.04***

(11.55)

Sigma - - -
3,006***

(38.18)

2,506***

(32.01)

2,346***

(42.19)

Observations 3,146 3,146 3,146 3,146 3,146 3,146

R-squared

Adj R-squared

0.441

0.4377

0.378

0.3743

0.473

0.4701
- - -

uncensored - - - 3,112 3,089 1,683

Pseudo-R2 - - - 0.0465 0.0397 0.082

log likelihood - - - -18672.335 -18005.528 -10440.501

주: *** p<0.01, ** p<0.05, * p<0.1
( ) 는 표준편차
¹ 성역할태도: 1.매우 반대 2.반대하는 편 3.찬성하는 편 4.매우 찬성
² 미취학아동유무: 준거집단은 미취학자녀 없음
³ 학력: 준거집단은 고졸
⁴연령: 준거집단은 20대
⁵ 도농: 준거집단은 농가
⁶ 직업: 준거집단은 임금근로자(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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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대체전략에 대한 토빗(tobit)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8>을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여성과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맞벌이 여성 모두 아내소득비가 증가할

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

<그림 8> 무급노동에서 부모존재의 조절효과

무급노동 유형별로 부모존재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9>는 아내소득비와 가사노동시간의 관계에서 부모동거유

무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여성

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아내소득비 20%구간 이후부터 가사노동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며 그래

프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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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부모존재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가사노동에서 부모존재의 조절효과

<그림 10>은 부모동거 유무에 따른 아내소득비와 돌봄노동시간

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돌봄노동시간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과

는 달리 부모동거 유무에 대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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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돌봄노동에서 부모존재의 조절효과

종합하면 무급노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돌봄시간이 아닌 가

사노동을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통해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

노동이 아닌 가사노동에서 부모의 대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출산 심화

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정책의 확대 노력으로 돌봄을 가정 내에

서 해결하기보다는 공공 및 민간 보육기관, 직장어린이집 또는 아이돌

봄 서비스 등으로 대체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부부

의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가치는 높아지고 양육에 대한 부부들의 가

치관의 변화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돌봄노동의 형태가 집중양

육으로 변화하고 있어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학습, 애정과 관심이라는

감정노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을 부모에

의한 대체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보육기관을 통한 대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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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안청소나 요리 등 가사노동

의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일 것

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 21>와 같다.

구 분 가 설
결

과

가설1

(교환)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무급노

동시간은 감소하고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은 증가할 것이다

기각

가설2

(희생)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다른 시

간은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할 것

이다

기각

가설3

(대체)

무급노동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는 부

모존재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채택

가사노동
아내소득비와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는 부

모존재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채택

돌봄노동
아내소득비와 돌봄노동시간의 관계는 부

모존재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기각

<표 21> 가설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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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행태를 취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급노동의 주 부담자가

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무급노동을 해결하는 방식을 시

간적 관점에서 Strober와 Weinberg(1980)가 제시한 3가지 전략 기준으

로 검증하였다.

첫째, 상대적 협상력을 이용한 무급노동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아내의 무급노동은 감소

하고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는 교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내 총 무

급노동시간 중 남편의 무급노동시간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 총 무급노동시간대비 남편의 무급

노동시간 비율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약 6배정도의 무급노동을 하고 있어 실제 상대적 협상력을 통

한 남편과의 무급노동의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남편과 무급노동 배분협상에 실패하거나 무급노동을 전통

적인 여성의 일로써 받아들일 경우에는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아내는 무급노동시간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희생전략을 택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다른 시간(여가 및 수면 등)은 줄여

서 무급노동에 투입하고자 하는 희생(sacrifice)을 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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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증하기 위해 아내소득비 증가에 따라 다른 시간대비 무급노동시

간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아내소득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시간대비 무급노동시간의 비율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희생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고 맞벌이 아내는

아내소득비가 증가할수록 희생을 하고 있지는 않고 경제활동 참여를 위

해 무급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맞벌이 여성이 교환과 희생을 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노동

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구성원의 시간을 통한 가구 내 대체

(substitution)전략을 선택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무급노동시간을 대체

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구성원으로 부모의 존재유무를 상정하고 이

에 따라 아내소득비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검

증하였다. 아내소득비와 부모유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해 조절효과를 검

증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가 10%증가

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약 5분정도 줄이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맞벌이 여성은 아내소득비 10%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약 12분 줄이

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여성보다 부모를 통해 약 2배

더 무급노동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결국 맞벌이 여성은 무급노동을 해결

하기 위해서 친정부모나 시부모를 통한 가구 내 대체전략을 선택하고 있

다.

또한 대체전략의 선택이 무급노동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돌봄노동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사노

동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맞벌이 여성이 아내소득비가 10%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을 약 10분 정도 줄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부모를 통한 무급노동의 대체전략은 가사노동에서만 발생하고 돌봄노동

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8 -

본 연구의 시사점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론

적 시사점으로는 단순히 가사노동배분에 관한 이론들을 검증하거나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데 머물지 않고 가구 내 집합적 의사결정으로서 맞벌이

여성의 행태를 유형화 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이론이 가구 내 시간사용의 배분의 행위자로 부부만을 상정한

것에 반해 가구구성원이라는 가구 특성 측면을 포착하여 시간사용의 행

위자를 확장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법론적으로는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방법을 사용하

여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시간이라는 측면이 0이하의 값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OLS회귀분석방식을 사용하여 시간의 특성을 완전히 반

영하지 못한 분석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빗(Tobit)분석을 사

용하여 종속변수인 무급노동시간은 0이하의 값이 절단되어 있다는 특성

을 고려하여 과소 추정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셋째, 정책적으로 맞벌이 부부 특히 맞벌이 여성의 행태를 이해

함으로써 기존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경력단절여성정책이 일(work) 중심

적 정책설계로 인해 고려하지 못한 가구 내(family)의 근본적 문제를 제

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관련정책의 효과는 높지 않은 실정이며, 그 원

인은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분석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맞벌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

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실질적인 가사노동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사를 분담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은 맞벌이 여성들이 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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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대한 구조적 해결 없이는 기존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동거하

는 맞벌이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줄이고 있

어, 친정 부모나 시부모를 통한 가사노동시간 대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가사노동 대체현상을 개별 가정의 생활방

식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

는 적절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일·가정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에 재참

여 시키려는 정책들은 가구 내에서 여성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정’ 내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고려

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일’과 관련한 수많은 정책대안들은 일과 가정이

괴리된 상태에서 제시될 뿐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측면에서 보면 일과 가사노동을 가능케 하

지만 한편으로 시간사용측면에서 보면 맞벌이 여성의 가사부담을 당연시

하도록 제도화시켜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일 수

있는 것이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을 이해한다면 단순이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기 보다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사

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노동시간의 단축,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및 문화 확산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을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최근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아이돌

보미서비스 제공시간과 지원대상의 축소11)가 이루어졌다. 시간의 관점에

11) 정부는 예산부족으로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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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악해 보면, 정책대상자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간대(time line)

를 특정해 정부의 제한된 예산제약 하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의 일괄적인

축소가 아닌 정책대상집단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서비스제공을 집중시

키는 대안이 존재한다. 시간적 관점에서 정부 서비스제공을 파악한다면

이처럼 정책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 2절 연구결과의 한계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사노동배분

에서의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

협상력과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에

기초해 Strober와 Weinberg(1980)가 제시한 교환, 희생, 대체전략 유형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배분 행태전략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여 토빗(T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맞벌이 여성은 상대적 협상력을 통해 남편과 가사노

동분담의 실질적 교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여가나 수면을

줄이면서 가사노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생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신

맞벌이 여성들은 가족구성원인 친정부모나 시부모 통해 가사노동을 대체

하고 있었으며, 특히 돌봄노동이 아닌 가사노동에서의 대체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맞벌이 부부 시간사용의 시간량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간량 측면에 한정한 분석은 시간은 주관적 및 상대적 측

줄였으며, 2016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축소할 예정이다(세계일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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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간의 주관적 측면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시간량의 많고 적음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시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결합 될 때 분석결과의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측면에 해당하는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정도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삶의 만족도 및 가사분

담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 두고자 한다.

방법론적인 한계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결정되기 때문에 역인과성(reverse casuality)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부간의 상대적 자원이외에 노동시간, 직무특성, 자

산, 교섭력 등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내생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지민웅, 2014).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된 부모존재유무

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비율이 불균등하게 분

포되어 있어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검정력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

을 가족구성원인 양가부모님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을 대

체할 수 있는 방식은 가구 내 대체인 가구족구성원 이외에도 가구 외 대

체인 가사도우미, 어린이집 등 공립 및 사립 보육시설, 보습학원 등 사교

육 기관을 통해서도 대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

료는 이러한 가사보조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자료의 한

계가 존재한다. 이는 추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 돌봄노동과 가구 외 대체

인 아웃소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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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ries to expan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to meet

the needs for dual-income families as family model changes from

male-breadwinner family model to dual-earner family model. Studies

cast doub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that M-shaped curve, career

break of korean married women, has not been improve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the women’s

work not family(intra-household) where women have difficulty doing

household chores. Recently, Work Family Balance index show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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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income wife does household five times longer than their husband

after work. It suggests that the need for study on intra-household

burden to solve fundamental women’s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pendency

and housework time based on a theory of economic exchange and

gender display.

I argue that gender display model has a fundamental defect and

working women could use three strategies to reduce housework time.

Strober & Weinberg(1980) suggest several possible strategies : 1.

exchange strategy: allocate housework time with husband based on

individual resources 2. sacrifice strategy: decrease time allocated to

leisure or sleep 3. substitute strategy: substitute the labor of others

(parents) for their own nonmarket labor.

This paper examines wives’ use of these strategies by using Korea

Time Use Survey(2009) and tobit analysis.

First, The exchange strategy was separately analyzed by wife’s and

husband’s ratio on total house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pendency and housework time is negative on wife and

positive on husband. But the increase on husband’s housework time

was very weak compared with the decrease on wife’s housework

time. So, the exchange strategy was rejected because wife spends six

times more on their housework than husband. Next, the sacrifice

strategy was rejected considering that wife’s housework time

continues to decrease. Finally, working women choose the substitute

strategy to reduce their housework time not ca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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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nd that working women substitute the time of parents for their

housework time. That because care time can be substituted by

day-care centers as government expands the child-care policies.

The result suggests that working women cannot allocate their

housework with husband even though dual-earner family model is

generalized. Instead, they cannot help using the labor of others.

Therefore, government needs to concentrate on solving women’s

housework burden in order to solve working women’s fundamental

difficulties. Working women could be relieved of the burden by

government alternatives such as a campaign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a support for

paid help of low income family.

Keywords: housework, time allocation, dual-earner couple, time

use survey, tob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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