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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스트레스 개념인 일 가정 갈등이 직장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한국과 대만의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와 2014년 대만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양방향의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남녀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일 가정 갈등 간의 

관계에서 교육수준과 무급노동의 조절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양 갈래의 갈등(WIF, FIW)이 건강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한국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가정 방해 갈등(WIF)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 방해 갈 

(WIF)의 부적 효과는 무급노동의 조절효과로 인해 한국 남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만은 양 갈래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부적 상관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관적 건강에 

대한 모든 변수의 설명력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 가정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써, 한국 근로자의 일 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일 가정 갈등과 결과 변수의 간접적 영향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정책 설계 시 

역할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남녀 근로자의 인식 제고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함의를 지닌다.  

 

 

 

 

핵심어: 일·가정 갈등(WFC), 일·가정 방해 갈등(WIF), 가정·일 방해 

갈등(FIW), 한국, 대만, 주관적 건강, 교육수준, 무급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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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후기 산업 사회의 격변의 시기로부터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문제는 일 가정 갈등에 대한 이슈이다. 일차적으로 가족 부양의 

책임이 남성에게 있던 과거와 달리, 노동 시장 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뚜렷한 성별 분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아실현의 동기에 의해 기혼 취업 여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은 직장인들에게 관심과 에너지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는 

삶의 필수 영역이 되었으나, 두 영역 간 조화로운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리적 긴장의 형태의 일 가정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나아가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개인의 

전인적 웰빙(holistic well-being)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김동식 외, 2013).  

일 가정 갈등에 대한 이해는 직장과 가정 영역에 대한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역할 수행 시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규명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초기에 일 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는 제한된 

자원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Greenhaus & Beutell, 

1985; Edward & Rothbard, 2000; Byron & Kristin, 2005; 이은희, 

2000).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 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하나의 역할에 자원이 소모되는 경우 다른 

역할에 사용할 양이 부족하여 일 가정 갈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일·가정 갈등이 직장과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Kossek & Ozeki, 1998; Siegel et al.,2005; Allen, 2000; 

O’Driscoll, 2004;  Frone, 1997, Grzywacz, 2000; Amstad et 

al.,2011). 이처럼 갈등의 부정적 전이 효과가 입증되면서 일 가정 

갈등의 선행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역할 간 

갈등을 증가시키는 영향 요인은 크게 미시적 차원에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스트레스와 역할 몰입,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Michel et al, 2010), 그 중 업무과부하와 역할 긴장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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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이 갈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장과 

가족으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Frye et al., 2004; Lapierre & Allen, 

2006; 강혜련 외 2001; 가영희, 2006).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주목한 

연구들은 국가 비교를 통해 갈등 수준의 차이와 그 결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동일한 노동 조건일지라도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는 정책과 제도,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 경제적 자립도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대개 가족 정책과 복지제도가 관대한 국가에서 

일 가정 양립의 수준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Öun, 2012; Chandola 

et al., 2004), 일부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성역할 태도 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Boye, 2011; Aycan, 2008; 

Spector, 2007). 이러한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일 가정 갈등과 관련하여 

제도와 국가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설명되는 가치들이 개인 

수준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임을 입증하였다(Robert & Wasti, 2002). 

국내에서 진행된 일 가정 갈등(WFC) 연구는 주로 직장과 가정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장혜경, 1998; 안은정, 

2013; 강혜련 & 최서련, 2010; 김화연 외, 2015; 한지숙 & 유계숙, 

2007). 여러 학문 분과 중에서도 보건학적 관점에서 건강 결과를 살펴 

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윤미현, 2013), 갈등의 인식과 건강 변수 

사이에서 국가 간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특히 드물다. 일 가정 

갈등(WFC)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문화적 변인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Lobel, 1991; Eby et al., 2005; Robert & Wasti,2002), 거시 

환경적 맥락에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역할 간 갈등의 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사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문화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집합적 단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발전 국가인 한국과 대만은 1980년대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정이환, 2012), 한국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존속되고, 노동시장 내 성 역할 분리 인식이 

유지되면서 여성의 고용 패턴은 두 국가 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경아(2016) 연구에서 2013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대만이 44.2%, 

한국은 41.9%로, 고용의 양적 수준은 대체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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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여성 고용 패턴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대만은 대체로 역 U형을 그리며 30-

40대 연령층에서 경력 단절이 적은 반면, 곡선의 모양이 M자형인 

한국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에서 대다수 물러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결국 노동시장 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경력 단절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일 

가정 양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률의 정적 관계는 

한국에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이환 외(2012)에 의하면, 한국 

기혼 여성은 대만과 비교할 때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중졸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여성의 학력별 코호트를 분석한 김수정(2015) 연구에서는, 한국의 젊은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취업률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맞벌이 가구가 

노동시장 내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의 정도는 사회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과 대만에서 전통적 문화에 기반한 가족네트워크의 강도와 

남성의 성역할 분담 수준이 다르다. 대만의 ‘세대 간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여성이 가사노동을 맡게 되면서, 90년대 중반 대만 사회에서 조부모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고 하였다(이경아, 

2017 재인용). 예측하건대, 대만에서 가족 네트워크로 인한 돌봄의 

가족화와 시장화의 기제는 일 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역할 분담의 경우, 비교적 성 평등 수준이 높은 대만 사회에서 

남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한다. 양국의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이경아(2016) 연구는, 대만에서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이 2010년에 17.9%를 넘어 2014년에 15.7%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 남성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서 한국과 대만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한 결과, 2014년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50분이었으나, 대만은 2004년에 이미 

1시간 3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의 전통적 관념으로 성별 

분업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 전통적인 성 



 

 4 

역할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역할 요구가 더해질 경우 남성 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은 한국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 가정 

갈등(WFC)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두 국가 간 

사회문화적 관련 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대만에서 역할 간 갈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일·가정 

갈등(WFC)과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에서 교육수준과 무급 노동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갈등(WFC)과 주관적 건강이 연관된 정도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과 대만에서 교육수준과 일·가정 갈등(WFC)이 주관적 

건강에 연관된 정도는 여성 근로자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과 대만에서 무급 노동(자녀돌봄, 가사노동, 가족돌봄)의 

수준과 일·가정 갈등(WFC)이 주관적 건강에 연관된 정도는 남성 

근로자 간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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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일·가정 갈등(WFC) 
 

1. 일·가정 갈등의 주요 개념  

 

일·가정 갈등(Work Family Conflict: WFC)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주로 역할 갈등 이론(Role conflict theory)에 근거한 개념을 

제시해왔다(Greenhaus & Beutell, 1985; Gutek et al., 1991; Allen,T.D., 

et al., 2000). 대표적으로 Rizzo 등(1970)은 역할 갈등을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요구와 개인의 기대 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정서적인 긴장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가정 갈등이 두 가지 

이상의 생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할 규범과 책임으로 인해 양립이 

어려운 상태를 이르며, 역할의 수가 많아질수록 역할 간 갈등(inter-

role conflict)이 증가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Kahn et al, 1964). 자원 이론을 강조한 Goode(1960)는 

일·가정 갈등을 ‘시간이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로 인해 다중 

역할 수행이 어려운 대표적인 만성적 역할 긴장(Chronic role 

strain)’으로 정의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 

압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유형’으로 설명한다. 직장·가정 갈등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학문적 해석은 다양하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역할 갈등이 

주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Madsen et al, 2013).  

 

2. 일·가정 갈등의 종류와 방향성 

 

Greenhaus & Beutell(1985)은 일·가정 갈등을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1)시간에 의한 갈등(time-based conflict) 2) 긴장에 

의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3)행동에 의한 갈등(behavior-

based conflict)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시간에 의한 갈등이란 직장과 

가정에서의 노동시간이 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다른 생활 

영역에서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원하지만 시간 압력에 의해 

하나의 역할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초래되는 갈등을 포함한다. 둘째, 

긴장에 근거한 갈등은 불분명한 역할의 경계와 지나친 업무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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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역할 이행이 

어려운 것을 이른다. 선행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은 주로 시간-기반 

갈등과 긴장-기반 갈등으로 측정되었으며 두 갈등의 기원은 다르지만 

시간에 의한 압력이 커질수록 긴장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질 수 있어 

양자 간의 연관성은 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reenhaus et al,, 1989; 

Kelloway et al., 1999). 마지막으로 행동에 근거한 갈등이란, 이전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던 행동이 다른 역할에서 기대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예를 들면, 관료적 조직의 

가치관과 행동을 수용하도록 가족 영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임효창 외, 2005). 

 일·가정 갈등(WFC)은 상호영향관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일 

·가정 방해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과 ‘가정·일 

방해 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conflict: FIW)’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직장 역할에서의 요구가 가족 역할의 수행을 방해하는 

현상이고, 후자는 가정에서의 역할 책임이 직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일·가정 갈등을 

연속선상에 있는 단일 차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선후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양방향의 

갈등은 상호순환관계에 있는 구조체(constructs)로 이해되기 

시작했다(Byron, 2005; Michel et al., 2001). 특히 한 선행연구에서 

메타 분석을 통해 일·가족 갈등(WIF)과 가족·일 갈등(FIW)이 각각 

서로 다른 변수에 상관성을 보이며, 양자 간 질적인 속성이 다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양 갈래 갈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기도 했다(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3. 일·가정 갈등과 성 역할(gender role) 

 

선행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은 성(gender)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관점으로 합리적 모형(the rational model)과 성 

역할 이론(the gender role theory)이 있다(김양호, 1998; Barnett & 

Baruch, 1987; Voydanoff, 1988; Duxbury & Higgins, 1994; Guteck et 

al., 1991). 

 합리적 모델이란, 직장과 가정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역할 

간 갈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관점이다. 일상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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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경우 가정 생활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어 역할 간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즉, 합리적 관점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갈등의 수준은 

그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직접적으로 상응되는 관계라고 

설명된다(고재원, 200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직장 또는 가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간과 양방향의 일·가정 갈등(WFC)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시간은 역할 간 갈등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로 제시되어 

왔다(Guteck et al., 1991; Parasuraman et al., 1996; Frone et al., 

1997). 

 성 역할 이론은 남녀 간 일·가정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가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이다. 합리적 관점과 달리, 성 

역할 이론은 주관적인 인식을 강조하며, 반대되는 성 영역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자신의 영역에서 소비하는 시간보다 일·가정 갈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장재윤, 2003).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남성은 집안일을 할 때 여성에 비해 갈등을 더 경험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을 가진 여성은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자신의 일차적인 책임으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그러한 경향이 덜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 이처럼 성 역할 관점에서 역할 

간 갈등에 관한 인식은 성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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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가정 갈등(WFC)과 건강 결과 
 

1. 선행연구 검토 

 

과거의 역할 간 갈등 연구는 일과 가정으로부터 과도한 역할 압력이 

직장인들에게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왔다. 불안, 우울, 감정 소진 등의 정서적인 

측면과 수면장애, 신체화 증상, 약물남용에 이르기까지 주로 정신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Hammig & Bauer, 2013; Mauno et al., 

2005; Marshall & Tracy, 2009; Haines et al., 2008; Floderus et al., 

2008; Canivet et al., 2010; Frone, Russell, & Barnes, 1996; Frone, 

1997; 가영희, 2006; 최유정 외, 2018; 최보라, 2010; 전희정·이지선, 

2016), 근골격계 통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주관적인 

건강상태 또는 건강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2013; Thomas & Ganster, 1995; Berkman et al., 2010; Myroniuk, 

2018; Leineweber et al., 2012; Van Daalen, 2008; Boz et al., 2016; 

Cullati, 2014; Knecht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일 가정 갈등은 신체 

활동과 식습관 등의 건강실천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2006; Faurote, 2014).  

선행 연구에서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갈등으로 

인한 불건강의 상태는 주로 일 초래 갈등(WIF)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취약 군의 건강 수준은 양 갈래 갈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모두 두드러진 경향이 있었다(Frone,1997; 

Shockley & Allen, 2013; Cullati, 2014; Van steenbergen, 2009;  

Burke & Greenglass, 1999; Grice et al., 2011; 이양숙 & 장수정, 2013; 

성미영, 2016). 그러나 양 갈래 갈등과 종속변수의 상관 정도는 측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다소 혼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남녀 간 성차를 

비교한 연구들은 대상 집단과 건강 변수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MacEwen & Barling, 1994; Frone, 2000; Boz et al., 2016; 

Vaananen et al., 2005; Minnotte, 2018; 차수진, 2015).  

Frone(1996)은 자녀를 둔 직장인 496명을 대상으로 일 가정 갈등이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양 갈래 

갈등은 주관적 건강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FIW 갈등이 

정신건강에 독립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3502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갈등과 건강 간의 관계를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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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otte(2018)의 최근 연구는 양 방향의 갈등이 정신건강과 주관적 

건강에 모두 직접적인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집트 

근로자 1200명의 주관적 건강을 측정한 Eshak(2018)의 결과 또한, 양 

방향의 갈등이 건강 수준과 유의하게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Driscoll(1992)은 120명의 직장 남녀를 대상으로 

양방향의 갈등과 심리적 긴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긴장 현상은 WIF 갈등과 연관성이 더 컸으며, 호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Kalliath(2012) 연구에서도 WIF 갈등이 심리적 건강에 주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 갈래 갈등과 

건강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앞선 연구와 달리, FIW 갈등이 

독립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Vinokur, 

1999; 하오령 & 권정혜, 2006; 김성국 외, 2017).  

일·가정 갈등에 대한 거시적 영향력을 주목하는 연구는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였다(Shockley et al., 

2017). 이들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로 양 갈래 갈등이나 직장 및 가정과 

관련된 결과가 많은 편이나(Öun, 2012; Boye, 2011; S Mortazavi, 2009; 

Spector,2004; Spector, 2007; Allen et al., 2015; Korabik, 2003), 거시 

환경적 맥락에서 일 가정 갈등(WFC)과 건강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갈등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Tunlid(2014)는 스웨덴과 독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 역할 태도와 

가족 정책이 일 가정 갈등(WFC)과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양방향의 갈등과 주관적 건강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일 가족 갈등(WIF)의 인식은 독일 남성에게서 가장 높았고, 

양 갈래 갈등의 수준은 독일 여성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돌봄의 가족화 정책으로 인해 남성은 주로 바깥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여성은 보육과 가사 노동에 전념하도록 함에 따라, 남녀 간 

갈등의 수준과 건강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Haar et al.(2014)는 말레이시아, 중국,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6개국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일-삶의 균형과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 

가족중심의 집합주의(collectivism) 사회에서는 유급노동을 불가피한 

경제적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주의(individualism) 국가에 

비해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양성 평등주의(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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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litarianism) 국가에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낮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성 평등 수준과 일 가정 

갈등(WFC)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는 다소 논쟁적이나(Powell, 2009), 

국가 간 문화 변수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일 가정 양립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성 평등 문화의 효과를 밝힌 점에서 이전 연구를 확장시킨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brien et al.(2014)는 이스라엘, 한국, 미국에서 자녀를 둔 직장 여성  

708명을 대상으로 일 가정 갈등에 따른 우울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배우자의 지지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 근로자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원보존 

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권력 

격차(power distance)1와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배우자 또는 상사의 지지 자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일 가정 갈등에 

따른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1

 권력 격차 (power distance)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사실을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조직 내 

위계질서가 강하고 부하직원은 상사를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한다(Hofsted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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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가정 갈등(WFC)의 영향 요인 
 

1. 일·가정 갈등의 선행 조건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과중한 역할 요구로 두 영역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갈등 연구에서 역할 요구(role 

demand)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각과 더불어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직무 특성, 가족 

구성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무 특성이란, 

탄력적 시간제 근무가 어렵거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말하며, 

초과 근무 시간, 불규칙한 근무, 일에 대한 결정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영역인 가족 구성요인은 어린 자녀의 유무, 가사노동 시간,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해당하며 돌봄과 가사 등의 책임이 가족 

부담에 영향을 끼친다. 일과 가정 영역에 모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특성은 개인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로 성별, 연령,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일과 가정 영역으로부터 

서로 다른 역할 부담을 초래하며 개인이 지각하는 갈등 수준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siao, H.-Y., 2013).    

세 가지 영역과 더불어 사회구조적, 제도적 환경은 네 번째 요인에 

해당된다. 사회제도적, 환경적 요소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 

또는 성 역할 태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적인 특성이 일 가정 

양립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 연구에서 사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강조되었다(McGinnity & Whelan, 2009). 이에 

따라, 일 가정 갈등은 직무 조건, 가족 형태,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의 

규제와 같은 실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성(gender)와 성 역할 태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함께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Lundqvist, 

2008; Sunstrom, 1999).  

 

2. 일·가정 갈등의 거시 환경적 요인 

 

1) 경제적 영향  

 

경제적 요인은 직장인들의 가정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각 분야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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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이 다를 경우 개인이 소속된 기업에 따라 가족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경제 위기는 정리해고, 부도, 

파산 등으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은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앗아 직장인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인구수의 변화는 일자리와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적 자원과 경제 시스템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수준의 일 가정 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사회적 영향  

 

각 나라의 이혼율, 출산율, 경제활동 참여율 등과 같이 주요한 사회적 

지표의 변화는 일과 가정의 두 생활 영역에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 현상의 변화로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가 약화되거나, 다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일 가정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현상이 일과 가정 

영역 간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사회적 지표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일 가정양립 수준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3) 기술적 영향 

 

 기술의 발달은 직장인의 재택 근무를 용이하게 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은 기술이 발달하도록 규범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근무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하여 일로 인한 가정 

내 갈등(WIF)이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며, 일과 가정 영역에서 

기술이 주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Giga & Cooper, 2005; Friedman, 

1990; Zedeck & Mosier, 1990)  

 

4) 법률 및 제도적 영향  

 

노동법에서 근로시간, 휴가 제도 또는 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는 각 

사회의 법률 시스템의 수준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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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주 5일 근무제, 초과 근무 수당, 병가 급여, 출산휴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요구되는 일의 강도와 업무 

부담의 차이를 만들어 개인이 경험하는 역할 간 긴장과 스트레스의 

수준은 특정 국가에서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5) 문화적 영향  

 

일반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의미로 정의되는 문화는 직장이나 가정 

영역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학습되며, 개인이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한 사회의 공통적인 규범과 가치의 

방향성에 따라 문화적 차원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문화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된 몇 가지 분류기준이 있다. 

대표적으로, Hofstede(1980)이 국가의 문화적 차원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양성 평등 의식(gender 

egalitarianism), 권력 격차(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일 가정 갈등의 차이는 이러한 문화적 

속성의 저항 수준에 달려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Trompenaars & 

Hampton-Turner, 1998; Aycan, 2008; Spector, 2007; Mortazavi, 

2009).  

 

제 4 절 일·가정 갈등(WFC)의 거시 환경적 관점 
 

1. 자원 보존 모델 

 

 사회 현상의 변화가 역동적인 국가에서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Hobfoll’s(1989)의 자원 

보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환경적인 조건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원이 고갈되거나 가용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관련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한 가지 역할에서 

요구가 증가하면 다른 역할에 사용할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어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직장과 가정의 생활 방식이 거시 

환경적 변화에 의해 새롭게 조성되는 점을 주목하며, 거시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적 요인들에 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자원의 

상실과 위협이나 요구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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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가치를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새로운 역할로 인해 이전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면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가령, 전통적인 성 역할 

기대를 가진 여성이 환경적 요구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겪게 되는 역할 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범과 상충되는 가치나 외부적인 요구가 

더해질 때 심한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유발된다. 또는 거시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문화적 가치가 함께 변화되지 않을 때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지우는 사회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3. 양성 평등 의식과 사회적 지지론 

 

한 사회의 젠더 불평등의 수준을 반영하는 양성 평등 의식(gender 

egalitarianism)은 개개인의 복지와 더불어 그들이 일과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Hsiao, 2013). 성 평등 

의식이 높은 사회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남녀 간 직종 분리 현상이 덜 나타난다. 또한 여성에게 

의사결정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권위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 양성 평등주의적 관점을 가진 나라일수록 

가족과 일을 구분하여 남녀 간에 역할의 분배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전통적 성 역할 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성별 분업 현상이 

나타난다(Kamo, 1994; Fuwa, 2004; Lewin-Epstein, 2006)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관점에서 성 평등 의식을 설명한 

House et al.(1999)는 남성 파트너의 지지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일 

가정 갈등의 수준이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Lyness와 Kropf(2005)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성취 동기를 

존중하고 직장과 가정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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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성 평등의식으로 정의하면서, 양성 평등 사회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지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과 가정 영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그림1> 일·가정 갈등과 거시 환경적 영향 모델(Jopli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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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국과 대만의 사회구조적 배경  
 

1. 경제적 측면  

 

한국과 대만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 수출과 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발전주의 국가를 거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대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비슷한 수준에서 경제 성장의 변화를 경험해왔다. 

2000년 대만의 1인당 GDP는 14,641 달러로 한국의 11,948 달러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 순위가 역전이 되어2  2017년 

현재 한국의 GDP는 29,742 달러로 대만의 24,318 달러에 비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3. 

 

2. 법적 측면  

 

한국과 대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가 각각 월 46시간, 주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 

국가 모두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직면해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대만에 비해 한국이 다소 긴 편이다. 대만 노동부의 <국제노동통계>에 

의하면, 취업자의 주당 전일제 근로시간이 2016년 기준 한국은 

46.88시간, 대만은 43.28시간이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대만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이경아, 2018 재인용).  

가족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대만은 성별고용평등법을 2002년에 

도입하여 한국에 비해 늦게 시행되었지만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외에도 유산휴가, 산전검사 휴가 등의 다양한 모성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유급 휴일로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경아, 2017). 

 

2. 사회적 측면 

 

양국은 21세기 후기 산업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급속한 경제발전의 

변화로 동일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이 

                                            
2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 
3 출처: 2017 World bank(South Korea), 2017 the 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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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력의 공급과 세입의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에게 한정된 

수입이라는 큰 압박의 형태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높아 가구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정부에게 공통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마이크 더글라스, 2010).   

 

3. 문화적 측면 

 

2011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0.111’로 146개국 중 ‘12위’인 

반면, 대만은 ‘0.061’로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양국에서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과 비교해, 성 평등 수준은 두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1>. 최근 대만의 젠더 

문화와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만은 전통적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역사의 형성과정이나 사회구성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상이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이경아, 2018). 구체적인 영향요인으로는, 먼저 대만에서 

오래된 식민 지배의 역사로 인해 다민족 문화가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몇몇 서구 강대국과 일본 및 중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다양한 이민 사회를 조성하였고, 특히 다수의 농민 출신의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에서와 같이 위계적 계급 사회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과거 70년 전 대만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사회에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면서, 남녀 구분 없이 보편적인 정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의 성 평등 문화는 사회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과 

맞벌이 가구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과 달리 

대만은 내부 노동 시장의 환경이 양호하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하지 

않아 지속적인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경아(2016) 연구에 의하면, 

대만은 고용안정성과 정규직 비율이 높은 직업 군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높고, 한국에 비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별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한국에서 30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은 38.2% 차지하나, 대만은 청장년층의 맞벌이 가구율이 

50~55%로,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맞벌이의 비율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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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4 . 이는 30대의 맞벌이 가구율이 높은 

대만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들수록 일 가정 양립이 수월해지나, 

한국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일 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구의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두 국가 간 여성의 

학력에 따른 맞벌이 가구율의 관계가 상반되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가구고용형태를 비교 분석한 김영미(2012)에 의하면, 한국은 중졸 

여성에게서 전일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만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여율과 맞벌이 가구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내 기회구조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은 가구에서 맞벌이로 인한 성별 

분업이 비교적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만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장인의 일 가정 갈등과 긴장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면(Vaananen et 

al., 2005),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일 가정 양립 갈등과 그 결과는 두 

국가 간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성 평등 의식과 관련이 깊은 ‘성 역할 관념’은 한국과 대만 직장인의 

가사노동 분담의 차이를 만든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대만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우세해지고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 약화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 경제 성장을 기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성 역할 태도가 개방적이고, 성 평등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만 사회 내 성 평등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지가 향상되면서 대만 

가정에서 가사노동분담이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두 나라의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맞벌이 

여성과 외벌이 여성 간의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2004년 이후 10년간 

5분 증가하였으나, 대만은 2006년 이후 4년 동안 오히려 11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 2018 재인용).  

한편, 한국과 대만은 가족주의라는 같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지만,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나 가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도가 두 나라 

간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정이환(2012) 연구는 두 국가의 ‘보육 

                                            
4 이경아(2018) 연구는 1998년 대만과 2016년 한국에서 측정된 맞벌이 가구 조사표를 

비교하였다. 대만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20년전 이미 한국의 최근 맞벌이 가정 비율과 

비슷했으며, 대만의 청장년층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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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자의 분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만에서 33세 미만 자녀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비율은 49.4%로 

한국의 75.9%에 비해 낮았고, 대신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가 되는 

비율이 38.4%를 차지하여 한국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6년 한국노동패널과 가족동학패널조사 자료로 한국과 

대만의 가족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만에서 결혼한 부부가 부모나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한국에 비해 17.37% 더 높았으며, 연간 

가족을 방문하는 평균적인 횟수 또한 대만이 20.7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가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대만 

사회에서 보육을 상당수 가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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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과 대만의 사회구조적 지표  

 

 
한국 

(2012) 

대만 

(2013) 

경제/인구5 
  

1인당 GDP 22,588.920 USD 20,706.198 USD 

일반정부 총지출 21.4% 19.8% 

인구 수 5000.4만 2340.7만 

사회   

기대 수명6  82.8세 79.7세 

출산율7 1.30명 1.11명 

여성 고용률8 51.5%  50.5%  

법/제도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일 8시간/일 

연장 근로 허용시간  월 46시간 주 12시간 

문화9    

성 평등지수(GII) 
0.111 

(12위/146개국) 

0.061 

(4위/146개국) 

  

                                            
5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13, IMF 
6,7

 출처: World Bank Open Data / 2015 CIA World Factbook  
8 출처: 2012.6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3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Taiwan)  
9 출처: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and DGBS, Executive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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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WFC)의 영향 요인인 국가와 학력 수준, 

무급 노동을 고려하여 갈등의 일·가정 갈등(WFC)의 정도에 따라 

주관적 건강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1-1] WIF 갈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대만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FIW 갈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대만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한국과 대만에서 WIF 갈등과 교육수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2] 한국과 대만에서 FIW 갈등과 교육수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1] 한국과 대만에서 WIF 갈등과 무급 노동의 수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2] 한국과 대만에서 FIW 갈등과 무급 노동의 수준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2> 연구 모형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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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의 원 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12년 한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와 2014년 <대만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이다. 

해당 자료는 현대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국가별 사회통합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신뢰와 사회자본, 

정치와 정부에 대한 생각, 가족과 경제 상황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직장과 가정이란 생활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현대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건강상태와 

웰빙은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일·가정 갈등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는 일·가정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비례확률표집의 원칙에 

따른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하여 표본의 규모는 95% 신뢰수준에 ±3% 정도의 

표준오차를 얻을 수 있는 크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은 1,000명, 

대만은 1,2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신뢰와 사회자본, 

사회의 질, 일상생활 영역, 가족과 경제상황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방법은 국가마다 동일한 질문지를 적용한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는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을 한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한국에서 644명, 대만에서 761명의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총 

1,40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응답에 일관성이 

없는 대상자는 제외하였다. 

 

 

 

 

 



 

 23 

제 2 절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 직장인의 일 가정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국가 단위에서 교육수준과 일·가정 갈등의 

상호작용이 여성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일·가정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이 남성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과 변수와 설명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 영역, 직장 영역, 가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결과 변수 

본 연구의 결과 변수는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인 주관적 

건강 1문항에 해당한다.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십니까?’의 질문에 

‘매우 좋다’,‘약간 좋다’, ‘보통이다’,‘약간 나쁘다’,‘매우 

나쁘다’로 분류되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매우 좋다’,‘약간 좋다’를 ‘건강’으로, 

‘보통이다’,‘약간 나쁘다’,‘매우 나쁘다’를 ‘비건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인 질병과 심리 정서적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신체 건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tt, C.A. et al, 1999; Shibuya et al., 2002; DeSalvo et 

al, 2006a; Idler & Benyamini, 1999; Fayers & Sprangers, 2002), 

자신의 건강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달리, 부정적 평가는 미래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객관적인 측정 도구와 함께 건강 대리 

지표로 사용된다 (DeSalvo et al.,2006). 

 

2. 설명 변수  

본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 문항은 Guteck(1991)의 정의에 따라 

시간과 책임에 기반을 둔 일·가정 갈등(WIF)과 책임과 긴장에 

기반을 둔 가족·일 갈등(WIF)으로 구분된 일반적인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 조사 문항 중‘지난 석달 간 귀하에게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라는 질문에 ①‘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집안일을 하기 힘들다’, ②‘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일·가족 

갈등(WIF)으로 측정되었고, ③‘집안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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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면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 ④ ‘가정에서의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가족·일 갈등(FIW)으로 

측정되었다. 갈등의 방향에 따라 두 문항씩 합한 점수의 평균을 

구였으며, 일·가정 갈등(WFC) 의 점수 10가 높을수록 갈등을 자주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IF 갈등의 경우 0점이  ‘없음’, 

0.5-1.5점은 ‘낮음’, 2-2.5점은 ‘보통’, 3-4점은 ‘높음’으로 

구분하였고(Cronbach's =0.816), FIW 갈등은 0점이  ‘없음’, 

0.5점은 ‘낮음’, 1-1.5점은 ‘보통’, 2-4점은 ‘높음’으로 

구분하였다(Cronbach's =0.879). 

 

3. 통제 변수 

국가 간 양방향의 갈등의 독자적인 영향을 밝히기 위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일과 가족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위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 영역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가족 영역과 직장 영역에는 

무급노동의 빈도, 노동 시간과 관리자 유무를 포함하였다.  

  

1)개인 영역 

 

(1) 연령 

일·가정 갈등이 결혼과 출산과 같이 생애주기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은 34세 이하, 35-44세, 4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성별 

남성을 기준으로 성별을 가변수화 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 문항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총 12개의 범주로 나뉜다. 상, 

중, 하로 구분하기 위해 중졸 이하, 고졸 이상(전문대 졸, 대학 재학생 

포함),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4) 결혼 상태 

결혼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 동거, 사별, 별거인 6개 항목으로 

                                            
10 양방향의 갈등과 무급 노동의 상, 중, 하는 각 문항을 합하여 평균 점수의 누적 분포

인 하위 25%와 상위 25% 기준으로 나누었다. 



 

 25 

구분되었다. 동거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으면 기혼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범주화하였다.  

 

(5) 소득 수준 

개인의 소득 수준은 두 나라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2012년과 

2014년도의 월 평균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일 경우 ‘하’, 

50-150%이면 ‘중’, 150% 이상 이면 ‘상’으로 분류하였다11.  

 

2) 일 영역 

 

(1) 노동시간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40시간 미만인 

군과 40시간 이상인 군으로 구분하였다.   

 

(2)관리자 유무  

피고용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관리자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는 비관리자로 분류하였다. 

 

3) 가정 영역 

 

(1) 무급노동의 빈도 

무급 노동은 가족 요구(family demand)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가사와 돌봄 노동에 관한 3문항을 사용하였다. (1)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 (2)요리와 집안일, (3)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일에 대해 ‘매일’에서 ‘한 달에 한두번 

미만’까지 빈도를 파악하도록 구분되었으며,‘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총 6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2 .  분석에는 세 문항을 합한 평균을 0이면 

‘해당 없음’, 0.33-0.67일 경우 ‘하’, 1~3이면 ‘중’, 3.33~5이면 

‘상’으로 구분하였다(Cronbach's =0.775).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중산층은 평균 중위소득의 50~150%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출처)한국: 가계동향조사, 2012 / 대만: Directorate-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DGBAS)in 2014 
12 무급노동을 하지 않는 군과 무급노동의 참여가 낮은 군의 차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 여부에 

있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총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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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조작적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측정 및 코딩 

결과 변수 주관적 건강   *건강(0), 비건강(1) 

설명 변수 

일·가족 갈등(WIF) 
2문항 

(0-8점) 

*전혀 없음(0) 

낮음(1) 

보통(2) 

높음(3) 

가족·일 갈등(FIW) 
2문항 

(0-8점) 

*전혀 없음(0) 

낮음(1) 

보통(2) 

높음(3)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1) 

 대졸 이상(2) 

무급노동 

자녀돌봄 빈도 

3문항 

(0-15점) 

*해당없음(0), 하(1), 중(2), 상

(3) 
가사 빈도 

가족돌봄 빈도 

통제변수  

성별   *남(0), 여(1) 

연령 

 *34세 이하(0) 

 35-44세(1) 

  45세 이상(2) 

결혼상태  

 *기혼/동거(0) 

  기타(1) 

 소득 수준 

 *하(0) 

 중(1) 

 상(2) 

노동 시간  

 *<주 40시간(0) 

 ≥주 40시간(1) 

관리자 유무    *예(0), 아니오(1)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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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서 일·가정 갈등(WFC)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학력과 무급노동(unpaid work)로 인한 

갈등의 정도에 따라 남녀 근로자의 건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국가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각 변수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그 다음, 한국과 대만에서 각 변인에 따른 일 가정 갈등의 수준과 

주관적 건강 상태의 그룹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한다. 

그리고, 국가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정규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일 가정 갈등(WFC)의 주 

효과와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더불어 국가별 남성과 여성의 

최종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녀 간 양방향의 갈등(WIF/FIW)과 무급 노동의 

수준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규명하고자 독립 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식이 이항 변수에 대한 확률을 예측할 경우,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대한 문제와 추정 확률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해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이 선호된다(Aldrich & Nelson, 

1984). 그러나 비선형 모델에서는 오차항의 추정치를 서로 다를 수 

있는 특정 상수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상호작용 분석 시 모형 간 회귀 

계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Ai & Norton,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 모형의 주 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선형 확률 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교차 검증을 시행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선형확률모형에서 오차항의 이분산은 가중된 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을 이용하거나 이분산 검정을 위해 회귀식을 변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Gujarati, 2009). 하지만 이러한 변형식은 이분산이 

실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드물어 임의적으로 오차항의 분산을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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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를 항상 합리적인 검정값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13  이분산 검정을 통한 표준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본 연구에서 국가별 자료는 통계 분석을 위한 적정한 표본 수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분산성의 경우 오차항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형확률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각 

모형마다 동분산 유무를 판단하는 white 검정을 시행하여 이분산성으로 

확인된 경우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이용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모형1 에서는 양방향의 갈등(WIF/FIW)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과 가정 영역의 특성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국가 간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선행연구와 같이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1-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4 + 𝜀𝑤 

[한국1-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4 + 𝜀𝑓 

[대만1-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4 + 𝜀𝑤 

[대만1-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4 + 𝜀𝑓 

 

𝑌𝑤 = 주관적 건강 

𝑋𝑤1

= 성별,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소득수준  

𝑋𝑤2 = 노동시간,관리자 유무 

𝑋𝑤3 = 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𝑤4 = 일 −가족 갈등(WIF) 

 𝑌𝑓 = 주관적 건강 

 𝑋𝑓1

= 성별,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소득수준  

 𝑋𝑓2 = 노동시간,관리자 유무 

 𝑋𝑓3 = 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𝑓4 = 가족− 일 갈등(FIW) 

 

모형2 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교육수준과 일·가정 갈등(WFC)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나머지 인구학적 변수와 직장과 가정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가별 양방향에 갈등에 대한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2. 교육수준과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여성 2-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2𝑋𝑤3 + 𝜀𝑤 

                                            
13 이분산 검정은 보조 회귀계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자유도의 편차가 심하므로 큰 표본 

수가 요구된다. 가령, 화이트 검정에서 표본 수가 200개 이상 일 때 검정력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S Long & LH Erv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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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2-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2𝑋𝑓3 + 𝜀𝑓 

[대만, 여성 2-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2𝑋𝑤3 + 𝜀𝑤 

[대만, 여성 2-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2𝑋𝑓3 + 𝜀𝑓 

 

 

𝑌𝑤 = 주관적 건강 

𝑋𝑤1 = 연령,결혼상태,소득  

   노동시간,관리자 유무,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𝑤2 = 교육수준 

𝑋𝑤3 = 일 −가족 갈등(WIF) 

𝑋𝑤2𝑋𝑤3 = 교육수준과 WIF의 교호작용 

𝑌𝑓 = 주관적 건강 

𝑋𝑓1 = 연령,결혼상태,소득  

    노동시간,관리자 유무,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𝑓2 = 교육수준 

𝑋𝑓3 = 가족−일 갈등(FIW) 

𝑋𝑓2𝑋𝑓3 = 교육수준과 FIW의 교호작용 

 

모형3 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무급노동의 수준과 일·가정 

갈등(WFC)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수와 직장과 가정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3. 무급노동과 일·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남성 3-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2𝑋𝑤3 + 𝜀𝑤 

[한국, 남성 3-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2𝑋𝑓3 + 𝜀𝑓 

[대만, 남성 3-1] 𝑌𝑤 = 𝛽0 + 𝛽1𝑋𝑤1 + 𝛽2𝑋𝑤2 + 𝛽3𝑋𝑤3 + 𝛽4𝑋𝑤2𝑋𝑤3 + 𝜀𝑤 

[대만, 남성 3-2] 𝑌𝑓 = 𝛽0 + 𝛽1𝑋𝑓1 + 𝛽2𝑋𝑓2 + 𝛽3𝑋𝑓3 + 𝛽4𝑋𝑓2𝑋𝑓3 + 𝜀𝑓 

 

𝑌𝑤 = 주관적 건강 

𝑋𝑤1 = 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소득  

         노동시간,관리자 유무  

𝑋𝑤2 =  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𝑤3 = 일 −가족 갈등(WIF) 

𝑋𝑤2𝑋𝑤3 = 무급노동과 WIF의 교호작용 

𝑌𝑓 = 주관적 건강 

𝑋𝑓1 = 연령,결혼상태,교육수준,소득  

         노동시간,관리자 유무  

𝑋𝑓2 =  무급노동의 빈도 

𝑋𝑓3 = 가족−일 갈등(FIW) 

𝑋𝑓2𝑋𝑓3 = 무급노동과 FIW의 교호작용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version 15.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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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한국과 대만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에 의하면, 한국은 근로자의 연령이 45세 이상에서 48%로 

가장 많았고 그 중 남성이 65.1%, 여성이 3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및 동거가 69.9%로 많았으며 남성은 63.1%, 여성은 

36.9%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고졸이 61.7%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인 그룹에서 남성은 70.8%, 여성은 29.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은 중간 그룹의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은 

66.8%, 여성은 33.2%였다.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이 66.4%, 여성이 33.6%로 남성이 전일제 

이상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에서 관리자 군의 비율은 

5.8%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81.1%와 18.9%였다. 무급 

노동의 경우, 참여 빈도가‘중’인 그룹이 전체의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하’그룹에서 남성은 88%, 여성은 12.1%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남녀 간 분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에서 근로자의 연령은 34세 이하인 군과 45세 이상인 군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34세 이하 군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6.9%, 

43.1%로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동거’ 그룹이 49.5%로 ‘기타’ 그룹에 비해 약간 

낮았고, 남성은 51.5%, 여성은 48.5%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경우 

고졸 그룹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51.2%, 여성은 48.8%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중’인 그룹의 비율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 중 남성은 51.2%, 여성은 48.8%를 차지하였다. 노동 

시간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인 군의 비율이 주 40시간 미만인 군보다 

높았으며, 남녀 간 비율의 차이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 

노동의 빈도가 ‘중’인 그룹은 전체의 49.4%로 한국과 비슷했고, ‘하’ 

집단에서 남성은 65.3%, 여성은 34.7%로 남녀 간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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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405)  
 

     합 계 한국(n=644) 합 계 대만(n=761) 

      N (%) 
남 

(n=404) 

여  

(n=240) 
N (%) 

남 

(n=414) 

여  

(n=347) 

개인 영역              

 연령 34세 이하 171 (26.6) 106 (62.0) 65 (38.0) 288 (37.8) 164 (56.9) 124 (43.1) 

  35-44세 164 (25.5) 97 (59.2) 67 (40.9) 181 (23.8) 89 (49.2) 92 (50.8) 

  45세 이상 309 (48.0) 201 (65.1) 108 (35.0) 292 (38.4) 161 (55.1) 131 (44.9) 

 결혼상태  기혼/동거 450 (69.9) 284 (63.1) 166 (36.9) 377 (49.5) 194 (51.5) 183 (48.5) 

  기타 194 (30.1) 120 (61.9) 74 (38.1) 384 (50.5) 220 (57.3) 164 (42.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3 (16.0) 52 (50.5) 51 (49.5) 80 (10.5) 42 (52.5) 38 (47.5) 

  고졸 397 (61.7) 250 (63.0) 147 (37.0) 373 (49.0) 191 (51.2) 182 (48.8) 

  대졸 

이상 
144 (22.4) 102 (70.8) 42 (29.2) 308 (40.5) 181 (58.8) 127 (41.2) 

 소득 
하 29 (04.5) 12 (41.4) 17 (58.6) 180 (23.7) 96 (53.3) 84 (46.7) 

중 358 (55.6) 239 (66.8) 119 (33.2) 346 (45.5) 177 (51.2) 169 (48.8) 

    상 257 (39.9) 153 (59.5) 104 (40.5) 235 (30.9) 141 (60.0) 94 (40.0) 

일 영역               

 노동시간  
<주40 

시간  
75 (11.7) 26 (34.7) 49 (65.3) 121 (15.9) 36 (29.8) 85 (70.3) 

  ≥주40 

시간 
569 (88.4) 378 (66.4) 191 (33.6) 640 (84.1) 378 (59.1) 262 (40.9) 

 관리자 

여부 
예 37 (05.8) 30 (81.1) 7 (18.9) 27 (03.6) 21 (77.8) 6 (22.2) 

    아니오 607 (94.3) 374 (61.6) 233 (38.4) 734 (96.5) 393 (53.5) 341 (46.5) 

가정 영역               

 
무급노동의 

빈도 

 

·자녀돌봄 

 

·집안일 

 

·가족돌봄 

해당없음 111 (17.2) 86 (77.5) 25 (22.5) 98 (12.9) 59 (60.2) 39 (39.8) 

 하 83 (12.9) 73 (88.0) 10 (12.1) 49 (06.4) 32 (65.3) 17 (34.7) 

 중 321 (49.8) 211 (65.7) 110 (34.3) 376 (49.4) 227 (60.4) 149 (39.6) 

  상  129 (20.0) 34 (26.4) 95 (73.6) 238 (31.3) 96 (40.3) 142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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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 근로자의 교육 수준별 빈도와 구성비를 파악하고자 

국가와 성(gender)을 구분한 상태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방향의 갈등과 무급 노동 빈도의 성별 국가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표4>에 의하면, 국가별 근로자의 학력 수준은 고졸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국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최종 학력이 ‘대졸이상’인 그룹은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17.5%, 36.6% 였으나, 남성 근로자는 25.3%, 43.7%로 대만에서 

고학력자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WFC)과 무급 노동 빈도의 국가 간 

차이는 <표5>와 같다. 전체 근로자의 WIF 갈등과(한국: 4.13, 대만: 

3.48) FIW 갈등의(한국: 2.45, 대만: 2.13) 평균은 한국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여성은 양 갈래 갈등의 수준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았다.   

남녀 간 WIF 갈등의 평균은 한국 여성에게서 4.29로 가장 높았고, 

FIW 갈등은 대만 남성에게서 1.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갈래 갈등에 대한 국가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특히 

남성 근로자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무급노동에 대한 남녀 간 전체 평균은 국가 간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3.48, 대만: 4.13, p<.001). 전체 근로자 중 대만 

근로자들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대만에서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많았으나(p<.001) 여성 근로자들의 국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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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한국과 대만 근로자의 교육 수준별 남녀 분포  

    남성 

p 

여성 

p 

    

한국 

n=404 

(%) 

대만 

n=414 

(%) 

한국 

n=240 

(%)  

대만 

n=347 

(%)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 42 

<.001 

51 38 

<.001 

 (12.9) (10.1) (21.3) (11.0) 

고졸 250 191 147 182 

 (61.9) (46.1) (61.3) (52.5) 

대졸 이상 102 181 42 127 

  (25.3) (43.7) (17.5) (36.6) 

Pearson chi2 test 

 

 

<표5> 일·가정 갈등(WFC)과 무급노동 수준의 남녀 간 국가 차이 

      전체 

p 

남성 

p 

여성 

p 
      

한국  

(n=644) 

대만 

(n=761) 

한국 

(n=404)  

대만 

(n=414) 

한국 

(n=240)  

대만 

(n=347) 

일·가정 

갈등 
          

  

WIF 

mean 4.13 3.48 

<.001 

4.03 3.20 

<.001 

4.29 3.81 

<.01 sd .196 2.070 1.985 2.084 1.920 2.006 

min-max 0-8 0-8 0-8 0-8 0-8 0-8 

FIW 

mean 2.45 2.13 

<.001 

2.33 1.99 

<.01 

2.65 2.30 

<.05 sd 1.662 1.741 1.640 1.828 1.685 1.619 

min-max 0-8 0-8 0-8 0-8 0-8 0-8 

무급노동           

  

·자녀돌봄 mean 5.15 6.63 

<.001 

4.12 6.05 

<.001 

6.88 7.32 

0.209 ·집안일 sd 3.895 4.361 3.502 4.314 3.917 4.323 

·가족돌봄 min-max 0-15 0-15 0-15 0-15 0-15 0-15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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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가 간 일·가정 갈등(WFC)의 차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장과 가정 영역에 따른 일·가정 

갈등(WFC)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F 갈등과 FIW 갈등을 구분하여 

독립표본 검정을 시행하였다.  

 

<표6>의 각 영역별 변수에 따른 WIF 갈등의 수준을 보면, 한국은 

‘노동시간’과 ‘무급노동의 빈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만은 ‘연령’,’성별’,’교육수준’,‘노동시간’,’무급 

노동의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만에서 연령 군에 따른 WIF 갈등은‘보통’집단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갈등이 ‘높은’ 그룹의 비율은 21.2%, 17.7%, 

13.4%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01). 이는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WIF 갈등의 정도를 보면, 대만에서 갈등이 ‘높은’ 

그룹의 비율은 여성과 남성에서 각각 20.8%, 14.5%로 여성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p<.001) 한국의 경우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일 때 WIF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대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최종 학력에 따른 WIF 갈등의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만에서 학력수준이 상승할수록 갈등의 수준이‘높은’군의 

비율은 12.5%, 16.4%, 19.8%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상대적으로 대만에서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위와 일·가족 갈등의 연관성은 대만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시간에 따른 일·가정 갈등(WIF)의 수준은 두 국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WIF 갈등이 높은 그룹의 비율은 40시간 

미만인 그룹에 비해 주 40시간 이상인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1). 

또한 무급 노동의 참여에 따른 WIF 갈등의 정도는 두 국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무급 노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갈등이‘보통’이상인 그룹의 합은 63.8%, 78.3%, 85.3%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만에 비해 한국에서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한국 

p<.001, 대만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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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과 같이, 각 영역에 따른 FIW 갈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한국에서‘무급 노동의 빈도’, 대만은 ‘연령’, ‘성별’, ‘무급 

노동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연령에 따른 FIW 갈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대만에서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보통’이상의 갈등을 보고한 비율은 72.3%, 69.6%, 

59.6%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05). WIF 갈등과 

마찬가지로, 대만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FIW 갈등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갈등의 경우,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일 경우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p<.01).  

노동시간에 따른 FIW 갈등과 무급노동의 정도는 대만과 한국에서 

모두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주 40시간 이상일 때 갈등이 ‘높은’ 그룹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01), 무급 노동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FIW 갈등이 

‘보통’이상인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한국 

p<.001, 대만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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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국가 간 일·가족 갈등(WIF)의 분포 

 

합계 

N 

(%) 

한국 (n=644) 합계 

N 

(%) 

대만(n=761)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개인 

영역 

  

연령 

34세 이하 
171 8 36 73 54 288 24 46 157 61*** 

(26.6) (04.7) (21.1) (42.7) (31.6) (37.8) (08.3) (16.0) (54.5) (21.2) 

35-44세 
164 8 26 87 43 181 11 48 90 32 

(25.5) (04.9) (15.9) (53.1) (26.2) (23.8) (06.1) (26.5) (49.7) (17.7) 

45세 이상 
309 12 63 156 78 292 53 66 134 39 

(48.0) (03.9) (20.4) (50.5) (25.2) (38.4) (18.2) (22.6) (45.9) (13.4) 

성별 

남 
404 20 88 190 106 414 60 105 189 60*** 

(62.7) (05.0) (21.8) (47.0) (26.2) (54.4) (14.5) (25.4) (45.7) (14.5) 

여 
240 8 37 126 69 347 28 55 192 72 

(37.3) (03.3) (15.4) (52.5) (28.8) (45.6) (08.1) (15.9) (55.3) (20.8) 

결혼상태  

기혼/동거 
450 17 80 221 132 377 38 88 192 59 

(69.9) (03.8) (17.8) (49.1) (29.3) (49.5) (10.1) (23.3) (50.9) (15.7) 

기타 
194 11 45 95 43 384 50 72 189 73 

(30.1) (05.7) (23.2) (49.0) (22.2) (50.5) (13.0) (18.8) (49.2) (1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3 2 18 58 25 80 18 18 34 10** 

(16.0) (01.9) (17.5) (56.3) (24.3) (10.5) (22.5) (22.5) (42.5) (12.5) 

고졸  
397 19 76 182 120 373 49 86 177 61 

(61.7) (04.8) (19.1) (45.8) (30.2) (49.0) (13.1) (23.1) (47.5) (16.4) 

대졸 이상 
144 7 31 76 30 308 21 56 170 61 

(22.4) (04.9) (21.5) (52.8) (20.8) (40.5) (06.8) (18.2) (55.2) (19.8) 

소득 

하 
29 2 5 15 7 180 28 36 83 33 

(04.5) (06.9) (17.2) (51.7) (24.1) (23.7) (15.6) (20.0) (46.1) (18.3) 

중 
358 15 65 176 102 346 27 76 181 62 

(55.6) (04.2) (18.2) (49.2) (28.5) (45.5) (07.8) (22.0) (52.3) (17.9) 

상 
257 11 55 125 66 235 33 48 117 37 

(39.9) (04.3) (21.4) (48.6) (25.7) (30.9) (14.0) (20.4) (49.8) (15.7) 

일 

영역 

노동시간  

<주40시간  
75 6 19 40 10** 121 25 17 66 13** 

(11.7) (08.0) (25.3) (53.3) (13.3) (15.9) (20.7) (14.1) (54.6) (10.7) 

≥주40시간 
569 22 106 276 165 640 63 143 315 119 

(88.4) (03.9) (18.6) (48.5) (29.0) (84.1) (09.8) (22.3) (49.2) (18.6) 

관리자 유무 

  

예 
37 3 9 19 6 27 4 4 13 6 

(05.8) (08.1) (24.3) (51.4) (16.2) (03.6) (14.8) (14.8) (48.2) (22.2) 

아니오 
607 25 116 297 169 734 84 156 368 126 

(94.3) (04.1) (19.1) (48.9) (27.8) (96.5) (11.4) (21.3) (50.1) (17.2) 

가정 

영역  

무급노동의 

빈도 

 

·자녀돌봄 

 

·집안일 

 

·가족돌봄 

해당 없음 
111 12 22 53 24*** 98 22 21 39 16** 

(17.2) (10.8) (19.8) (47.8) (21.6) (12.9) (22.5) (21.4) (39.8) (16.3) 

하 
83 3 27 28 25 49 3 8 22 16 

(12.9) (03.6) (32.5) (33.7) (30.1) (06.4) (06.1) (16.3) (44.9) (32.7) 

중 
321 11 59 169 82 376 40 84 194 58 

(49.8) (03.4) (18.4) (52.7) (25.6) (49.4) (10.6) (22.3) (51.6) (15.4) 

상 
129 2 17 66 44 238 23 47 126 42 

(20.0) (01.6) (13.2) (51.2) (34.1) (31.3) (09.7) (19.8) (52.9) (17.7) 

Fisher's exact 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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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국가 간 가족·일 갈등(FIW)의 분포 

 

합계 

N 

(%) 

한국 (n=644) 합계 

N 

(%) 

대만(n=761) 

없음  낮음 보통 높음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개인 

영역 

  

연령 

34세 이하 
171 31 11 91 38 288 63 17 135 73* 

(26.6) (18.1) (06.4) (53.2) (22.2) (37.8) (21.9) (05.9) (46.9) (25.4) 

35-44세 
164 24 6 84 50 181 38 17 91 35 

(25.5) (14.6) (03.7) (51.2) (30.5) (23.8) (21.0) (09.4) (50.3) (19.3) 

45세 이상 
309 42 19 161 87 292 88 30 112 62 

(48.0) (13.6) (06.2) (52.1) (28.2) (38.4) (30.1) (10.3) (38.4) (21.2) 

성별 

남 
404 67 24 214 99 125 36 163 90 414** 

(62.7) (16.6) (05.9) (53.0) (24.5) (30.2) (08.7) (39.4) (21.7) (54.4) 

여 
240 30 12 122 76 64 28 175 80 347 

(37.3) (12.5) (05.0) (50.8) (31.7) (18.4) (08.1) (50.4) (23.1) (45.6) 

결혼상태  

기혼/동거 
450 62 21 236 131 377 93 33 163 88 

(69.9) (13.8) (04.7) (52.4) (29.1) (49.5) (24.7) (08.8) (43.2) (23.3) 

기타 
194 35 15 100 44 384 96 31 175 82 

(30.1) (18.0) (07.7) (51.6) (22.7) (50.5) (25.0) (08.1) (45.6) (21.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3 16 7 48 32 80 26 7 30 17 

(16.0) (15.5) (06.8) (46.6) (31.1) (10.5) (32.5) (08.8) (37.5) (21.3) 

고졸  
397 60 20 210 107 373 97 30 163 83 

(61.7) (15.1) (05.0) (52.9) (27.0) (49.0) (26.0) (08.0) (43.7) (22.3) 

대졸 이상 
144 21 9 78 36 308 66 27 145 70 

(22.4) (14.6) (06.3) (54.2) (25.0) (40.5) (21.4) (08.8) (47.1) (22.7) 

소득 

하 
29 3 2 14 10 180 44 14 82 40 

(04.5) (10.3) (06.9) (48.3) (34.5) (23.7) (24.4) (07.8) (45.6) (22.2) 

중 
358 53 17 188 100 346 79 32 150 85 

(55.6) (14.8) (04.8) (52.5) (27.9) (45.5) (22.8) (09.3) (43.4) (24.6) 

상 
257 41 17 134 65 235 66 18 106 45 

(39.9) (16.0) (06.6) (52.1) (25.3) (30.9) (28.1) (07.7) (45.1) (19.2) 

일 

영역 

노동시간  

<주40시간  
75 14 6 38 17 121 35 11 51 24 

(11.7) (18.7) (08.0) (50.7) (22.7) (15.9) (28.9) (09.1) (42.2) (19.8) 

≥주40시간 
569 83 30 298 158 640 154 53 287 146 

(88.4) (14.6) (05.3) (52.4) (27.8) (84.1) (24.1) (08.3) (44.8) (22.8) 

관리자 유무 

  

예 
37 5 1 19 12 27 9 2 12 4 

(05.8) (13.5) (02.7) (51.4) (32.4) (03.6) (33.3) (07.4) (44.4) (14.8) 

아니오 
607 92 35 317 163 734 180 62 326 166 

(94.3) (15.2) (05.8) (52.2) (26.9) (96.5) (24.5) (08.5) (44.4) (22.6) 

가정 

영역  

무급노동의 

빈도 

 

·자녀돌봄 

 

·집안일 

 

·가족돌봄 

해당 없음 
111 26 7 53 25*** 98 36 10 37 15** 

(17.2) (23.4) (06.3) (47.8) (22.5) (12.9) (36.7) (10.2) (37.8) (15.3) 

하 
83 14 4 54 11 49 11 2 27 9 

(12.9) (16.9) (04.8) (65.1) (13.3) (06.4) (22.5) (04.1) (55.1) (18.4) 

중 
321 45 22 171 83 376 91 36 174 75 

(49.8) (14.0) (06.9) (53.3) (25.9) (49.4) (24.2) (09.6) (46.3) (20.0) 

상 
129 12 3 58 56 238 51 16 100 71 

(20.0) (09.3) (02.3) (45.0) (43.4) (31.3) (21.4) (06.7) (42.0) (29.8) 

Fisher's exact 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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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국가 간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일과 가정 영역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 간 독립표본검정을 실시하였다.  

 

<표8>에 의하면, 한국과 대만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한국 근로자의 경우 36.8%인 반면 대만 근로자는 44%로, 

한국에 비해 대만에서 주관적 건강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과 ‘관리자 

유무’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연령 군이 증가할수록 건강한 그룹의 비율은 74.9%, 61.6%, 

57.6%로 감소하는 반면, 건강하지 않은 그룹은 25.2%, 38.4%, 

42.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1). 

또한 한국에서 근로자의 학력 수준은 주관적 건강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1).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그룹의 비율은 48.5%, 64.5%, 70.1%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하지 않은 그룹은 51.5%, 35.5%, 29.9%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1). 주관적 건강에 대한 교육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만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주관적 수준은 두 국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하’인 그룹에 비해‘상’인 그룹에서 건강이 나쁜 그룹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장 영역인 관리자 여부의 경우, 그룹별 주관적 건강 상태는 

대만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군일 때보다 비관리자인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은 대만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p<.05). 

한편 가정 영역에서, 무급 노동의 참여에 따른 건강 수준은 두 국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WFC)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면, 한국에서 WIF 갈등의 정도에 따른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대만은 양 갈래의 갈등 모두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표8> 국가 간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합 계 
한국(n=644) 

합 계 
대만(n=76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N (%) 좋음 나쁨 N (%) 좋음 나쁨 
 WIF              

일· 

가정 

갈등 

없음  28 (04.4) 25 (89.3) 3* (10.7) 88 (11.6) 48 (54.6) 40 (45.5) 

하 125 (19.4) 81 (64.8) 44 (35.2) 160 (21.0) 97 (60.6) 63 (39.4) 

중 316 (49.1) 196 (62.0) 120 (38.0) 381 (50.1) 214 (56.2) 167 (43.8) 

상 175 (27.2) 105 (60.0) 70 (40.0) 132 (17.4) 67 (50.8) 65 (49.2) 

FIW              

없음  97 (15.1) 71 (73.2) 26 (26.8) 189 (24.8) 113 (59.8) 76 (40.2) 

하 36 (05.6) 24 (66.7) 12 (33.3) 64 (08.4) 35 (54.7) 29 (45.3) 

중 336 (52.2) 213 (63.4) 123 (36.6) 338 (44.4) 189 (55.9) 149 (44.1) 

상 175 (27.2) 99 (56.6) 76 (43.4) 170 (22.3) 89 (52.4) 81 (47.7) 
 성별              

개인 

영역 

남 404 (62.7) 259 (64.1) 145 (35.9) 414 (54.4) 241 (58.2) 173 (41.8) 

여 240 (37.3) 148 (61.7) 92 (38.3) 347 (45.6) 185 (53.3) 162 (46.7) 

연령              

34세 이하 171 (26.6) 128 (74.9) 43** (25.2) 288 (37.8) 166 (57.6) 122 (42.4) 

35-44세 164 (25.5) 101 (61.6) 63 (38.4) 181 (23.8) 111 (61.3) 70 (38.7) 

45세 이상 309 (48.0) 178 (57.6) 131 (42.4) 292 (38.4) 149 (51.0) 143 (49.0) 

결혼상태               

기혼/동거 450 (69.9) 279 (62.0) 171 (38.0) 377 (49.5) 210 (55.7) 167 (44.3) 

기타 194 (30.1) 128 (66.0) 66 (34.0) 384 (50.5) 216 (56.3) 168 (43.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3 (16.0) 50 (48.5) 53** (51.5) 80 (10.5) 36 (45.0) 44 (55.0) 

고졸 397 (61.7) 256 (64.5) 141 (35.5) 373 (49.0) 207 (55.5) 166 (44.5) 

대졸 이상 144 (22.4) 101 (70.1) 43 (29.9) 308 (40.5) 183 (59.4) 125 (40.6) 

소득              

하 29 (04.5) 8 (27.6) 21*** (72.4) 180 (23.7) 82 (45.6) 98*** (54.4) 

중 358 (55.6) 216 (60.3) 142 (39.7) 346 (45.5) 191 (55.2) 155 (44.8) 

상 257 (39.9) 183 (71.2) 74 (28.8) 235 (30.9) 153 (65.1) 82 (34.9) 
 노동시간               

일 

영역 

<주40시간  75 (11.7) 42 (56.0) 33 (44.0) 121 (15.9) 59 (48.8) 62 (51.2) 

≥주40시간 569 (88.4) 365 (64.2) 204 (35.9) 640 (84.1) 367 (57.3) 273 (42.7) 

관리자 유무             

예 37 (05.8) 26 (70.3) 11 (29.7) 27 (03.6) 21 (77.8) 6* (22.2) 

아니오 607 (94.3) 381 (62.8) 226 (37.2) 734 (96.5) 405 (55.2) 329 (44.8) 

가정 

영역 

무급노동의 빈도             

·자녀돌봄 

 

·집안일 

 

·가족돌봄 

해당 

없음 
111 (17.2) 80 (72.1) 31 (27.9) 98 (12.9) 56 (57.1) 42 (42.9) 

하 83 (12.9) 55 (66.3) 28 (33.7) 49 (06.4) 26 (53.1) 23 (46.9) 

중 321 (49.8) 196 (61.1) 125 (38.9) 376 (49.4) 203 (54.0) 173 (46.0) 

상 129 (20.0) 76 (58.9) 53 (41.1) 238 (31.3) 141 (59.2) 97 (40.8) 

전 체   407(63.2) 237(36.8)   426(56) 335(44) 

Fisher's exact tes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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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변수별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에 대한 회귀모형을 검정하기 전 주요 변수들 간의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pearman의 순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9, 10>에 의하면, WIF 갈등과 FIW 갈등에 대한 상관계수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0.417, 0.530으로 p값 0.01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계수 값이 0.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인한 편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WIF 갈등은‘결혼상태(-.094)’,‘노동시간(.123)’,‘무급 

노동의 빈도(.147)’,‘주관적 건강(.089)’변수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한국에서 WIF 갈등은 노동시간, 무급 노동의 빈도, 

주관적 건강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WIF 갈등과 혼인상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FIW 갈등은 ‘성별(.082)’, 

‘결혼상태(-.086)’,‘무급 노동의 빈도(.171)’,‘주관적 건강(.108)’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결혼상태와 FIW 갈등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FIW 갈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만에서 WIF 갈등은 ‘연령(.080)’,‘성별(.109)’, 

‘결혼상태(-.062)’,‘노동시간(.110)’,‘무급노동의 빈도(.080)’와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연령과 결혼 상태는 WIF 갈등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WIF 갈등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FIW 갈등의 경우, ‘연령(-.022)’,‘성별(.090)’, 

‘결혼상태(-.062)’,‘무급노동의 빈도(.126)’,‘주관적 

건강(.063)’변인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연령과 결혼상태 변수가 

FIW 갈등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국가별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는 한국에서 ‘연령(.131)’, 

‘교육수준(-.131)’, ‘소득(-.183)’, ‘무급 노동의 빈도(.092)’, 

‘WIF 갈등(.089)’,‘FIW 갈등(.108)’ 요인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 및 소득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건강수준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반면 대만은 ‘연령(.088)’,‘교육수준(-.131)’, 

‘소득(-.154)’,‘노동시간(.064)’,‘관리자 여부(.063)’,‘FIW 

갈등(.063)’이 주관적 건강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연령과 

관리자 여부는 건강 상태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나머지 변수는 

건강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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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상관관계 분석 (한국)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74 1          

3 -.486** .012 1         

4 -.310** -.127** .015 1        

5 -.198
**
 -.009 -.122

**
 .404

**
 1       

6 -.099** -.211** -.036 .132** .162** 1      

7 -.040 .094* .060 -.050 -.070 -.048 1     

8 .088
*
 .362

**
 -.359

**
 .081

*
 .065 -.047 .068 1    

9 -.013 .073 -.094* -.056 -.053 .123** .072 .147** 1   

10 .051 .082* -.086* -.012 -.050 .053 -.029 .171** .417** 1  

11 .131** .024 -.038 -.131** -.183** -.054 .036 .092* .089* .108
**
 1 

1: 연령, 2: 성별, 3: 결혼상태, 4: 교육수준, 5: 소득, 6: 노동시간, 7: 관리자 여부, 8: 무급노동의 빈도, 9: WIF, 10: FIW, 11: 주관적 건강 

Spearman’s rho,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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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상관관계 분석 (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24 1          

3 -.496** -.010 1         

4 -.346** -.073** .120** 1        

5 -.103
**
 -.054

*
 -.0112

*
 .258

**
 1       

6 -.051 -.217** -.022 .085** .147** 1      

7 -.033 .095** .072** -.041 -.114** -.049 1     

8 .170
**
 .237

**
 -.347

**
 .014 .034 -.059

*
 .038 1    

9 -.080** .109** -.062* .038 -.025 .110** .022 .080** 1   

10 -.022* .090** -.066* .008 -.030 .056* .000 .126** .530** 1  

11 .088** .044 -.004 -.087** -.154** -.064* .063* .041 .047 .063
*
 1 

1: 연령, 2: 성별, 3: 결혼상태, 4: 교육수준, 5: 소득, 6: 노동시간, 7: 관리자 여부, 8: 무급노동의 빈도, 9: WIF, 10: FIW, 11: 주관적 건강 

Spearman’s rho,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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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국가별 일·가정 갈등(WFC)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 대만 직장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일 가정 갈등 변수의 주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오차항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이 충족되고 

있는지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전 모델에서 이분산성이 

감지되어 로버스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회귀계수의 방향성과 패턴을 파악하고 선형확률모형과 비교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표11>은 연구 모형의 [가설1-1]을 검정하고자 통제 변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국가별 WIF 갈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기본 모형에 직장과 

가정 영역 변수를 차례로 포함하여 검정한 결과, 이분산성을 보정한 F 

통계값이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p<.001)은 대만(p<.01)에 비해 모델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은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과 함께 

WIF 갈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준거집단 대비 WIF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WIF 갈등이 ‘없는’ 그룹에 비해 ‘보통’인 그룹에서 건강 

수준이 26.8% 감소하였고(p<.001), 갈등이‘높은’ 그룹은 30.1% 

감소하였다(p<.001). 반면, 대만은 갈등이 ‘높은’경우 건강 수준은 

5.5% 낮아졌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WIF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2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과 직장 

요인(노동시간, 관리자 여부)에 WIF 갈등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개인적 특성과 직장 요인을 보정한 후 

WIF 갈등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낮음: =0.225, p<.001, 보통: =0.267, p<.001 높음: 

=0.299, p<.001) 반면, 대만에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WIF 

효과는 모형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모형3에서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과 직장 

요인(노동시간, 관리자 여부)에 무급 노동의 빈도와 WIF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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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분석했다. 한국에서 WIF 갈등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직장과 가정 요인을 보정하기 전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낮음: =0.239, p<.001, 보통: =0.246, 

p<.001 높음: =0.279, p<.001). 반면 대만에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WIF 효과는 모델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WIF 갈등은 소득 다음으로 큰 

표준화 회귀계수(0.239<<0.279)를 보여 주관적 건강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에서 WIF 갈등은 주관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주관적 건강에 대한 소득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0.073<<0.156).  

 

<표12>은 연구 모형의 [가설1-2]을 검정하고자 통제 변인을 보정한 

상태에서 국가별 FIW 갈등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모형에 직장과 가정 

영역 변수를 차례로 모델에 포함하여 검정한 결과, 이분산성을 보정한 F 

통계값이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유의했으며 대만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p<.001, 대만: p<.05) 

모형1에서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과 FIW 

갈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갈등이 ‘높은’경우에만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FIW 갈등의 

수준이‘보통’일 때 주관적 건강은 0.9% 낮아졌으나, ‘높은’ 

군에서는 14.2% 감소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반면 

대만에서 갈등이 ‘높은’경우 건강 수준은 6.9% 감소하였고 FIW 

갈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2에서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과 

직장 요인(노동시간, 관리자 여부)에 FIW 갈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직장 요인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FIW 갈등이‘높은’ 

그룹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143, p<.05). 반면 대만에서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FIW 갈등의 효과는 모델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모형3에서는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과 

직장 요인(노동시간, 관리자 여부)에 무급 노동의 빈도와 FIW 갈등을 

포함하여 분석했다. 한국에서 FIW 갈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는 인구학적 특성과 직장 요인과 가정 요인을 보정하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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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131, p<.05). 그러나 대만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FIW 갈등의 효과는 모델2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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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국가별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WIF)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LPM         LM 
   한국   대만     한국   대만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ß   ß         OR   OR 

연령 
 

  

       

  

연령 
     

  

   

35-44세 0.153* 0.152* 0.139*  -0.034 -0.026 -0.012 35-44세  2.053* 2.050** 1.942* 0.87 0.89 0.95 

 45세 이상 0.140* 0.139* 0.137*  0.048 0.050 0.058  45세 이상  1.933* 1.931* 1.901* 1.22 1.23 1.28 

성별 
        

성별 
      

여 0.006 0.004 -0.019  0.035 0.021 0.031 여  1.02 1.02 0.91 1.16 1.09 1.14 

결혼상태  
        

결혼상태  
      

기타 0.027 0.026 0.050  0.001 -0.002 -0.014 기타  1.12 1.11 1.23 1.01 0.80 0.94 

교육수준 

        

교육수준 

      

고졸 -0.044 -0.043 -0.054  -0.056 -0.056 -0.049 고졸  0.84 0.84 0.80 0.80 0.80 0.82 

대졸 이상 -0.079 -0.078 -0.096  -0.067 -0.064 -0.065 대졸 이상  0.71 0.71 0.65 0.76 0.77 0.77 

소득 

        

소득 

      

중 -0.274* -0.273* -0.262*  -0.081 -0.077 -0.073 중  0.29** 0.29* 0.31* 0.72 0.73 0.74 

상 -0.361** -0.360** -0.345**  -0.173*** -0.159** -0.156** 상  0.20** 0.20** 0.21** 0.487*** 0.515** 0.521** 

노동시간  
        

노동시간  
        

≥주40시간  0.000 -0.001   -0.048 -0.050 ≥주40시간   0.99 0.98  0.82 0.81 

관리자 유 
    

 
    

아니오  0.036 0.026   0.178 0.174 아니오   1.19 1.13  2.37 2.33 

무급노동의 

빈도 

        

무급노동의 

빈도 

        

상   0.025    0.032 상    1.13   1.14 

중   0.079    0.028 중    1.47   0.12 

 상   0.100    -0.042  상    1.60   0.84 

WIF 

  

    

WIF 

  

    

낮음 0.256*** 0.255*** 0.239***  -0.039 -0.035 -0.039 낮음  5.34*** 5.32* 5.03* 0.84 0.86 0.85 

보통 0.268*** 0.267*** 0.246***  0.004 0.009 0.008 보통  5.63*** 5.60** 5.16** 1.02 1.04 1.04 

높음 0.301*** 0.299*** 0.279***   0.055 0.067 0.066 높음   6.54*** 6.48** 6.00** 1.26 1.32 1.32 

F-value   6.70*** 5.66*** 5.07***  2.30** 2.28** 2.02*   LR chi2   47.93*** 48.14*** 51.01***  25.19** 29.79** 32.47** 

R-sq   0.070 0.071 0.074  0.033 0.038 0.042   LL   -399.7 -399.6 -398.2  -509.4 -507.1 -505.8 

LPM: linear probability model(이분산성에 대한 로버스트 보정을 실시함) 

LM: logit model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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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국가별 근로자의 가족·일 갈등(FIW)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LPM         LM 

   한국   대만     한국   대만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model1 model2 model3 

      ß   ß         OR   OR 

연령 
 

  

       

  

연령 
     

  

   

35-44세 0.140* 0.140* 0.127*  -0.037 -0.030 -0.014 35-44세  1.93* 1.93* 1.82* 0.85 0.88 0.94 

 45세 이상 0.128* 0.128* 0.125*  0.048 0.049 0.058  45세 이상  1.82* 1.82* 1.78* 1.22 1.23 1.28 

성별 
        

성별 
      

여 0.004 0.002 -0.020  0.038 0.025 0.036 여  1.01 1.00 0.90 1.18 1.11 1.16 

결혼상태  
        

결혼상태  
      

기타 0.022 0.020 0.046  0.005 0.002 -0.012 기타  1.09 1.08 1.21 1.02 1.01 0.95 

교육수준 

        

교육수준 

      

고졸 -0.056 -0.055 -0.066  -0.056 -0.056 -0.049 고졸  0.79 0.79 0.75 0.79 0.80 0.82 

대졸 이상 -0.095 -0.094 -0.112  -0.066 -0.063 -0.064 대졸 이상  0.66 0.66 0.60 0.76 0.78 0.77 

소득 

        

소득 

      

중 -0.255** -0.257** -0.245*  -0.083 -0.078 -0.073 중  0.33* 0.33* 0.35* 0.72 0.73 0.74 

상 -0.340*** -0.341*** -0.325**  -0.172*** -0.159** -0.154** 상  0.23** 0.23** 0.24** 0.491*** 0.517** 0.526** 

노동시간  
        

노동시간  
        

≥주40시간  0.008 0.005   -0.048 -0.051 ≥주40시간   1.03 1.03  0.82 0.81 

관리자 유무 
    관리자 

유무 

    

아니오  0.057 0.045   0.165 0.160 아니오   1.31 1.23  2.24 2.19 

무급노동의 

빈도 

        

무급노동의 

빈도 

        

하   0.044    0.039 하    1.23   1.17 

중   0.091    0.022 중    1.54   1.09 

 상   0.108    -0.050  상    1.66   0.81 

FIW 

  

    

FIW 

    

낮음 0.061 0.060 0.051  0.047 0.046 0.042 낮음  1.36 1.35 1.30 1.22 1.22 1.20 

보통 0.090 0.090 0.084  0.040 0.042 0.041 보통  1.55 1.55 1.51 1.18 1.20 1.19 

높음 0.142* 0.143* 0.131*  0.069 0.070 0.078 높음  1.95* 1.96* 1.86* 1.34 1.34 1.39 

F-value   4.89*** 4.15*** 3.79***  2.23* 2.18* 1.95*  LR chi2  41.95*** 42.49*** 45.77***  24.39* 28.53** 31.42* 

R-sq   0.064 0.065 0.069  0.032 0.037 0.04  LL  -402.7 -402.4 -400.8  -509.8 -507.8 -506.3 

LPM: linear probability model(이분산성에 대한 로버스트 보정을 실시함) 

LM: logit model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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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국가별 일·가정 갈등(WFC)과 교육수준이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국가 간 양방향의 갈등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이 여성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고자 주 효과 모형에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오차항에 대한 이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WIF 갈등에 대한 

교호작용 모형과 대만에서 FIW 갈등에 대한 교호작용 모형이 

등분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표준오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13>의 모형1에서, 한국은 WIF 갈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WIF 갈등이‘높을’때 준거집단 대비 건강 

수준은 4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반면 대만은 ‘보통’ 

이상의 갈등 군에서 건강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건강에 대한 FIW 갈등의 결과는 두 국가 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대만에서 준거집단 대비 갈등이 ‘높은’ 군일 때 건강 

수준은 각각 18.3%, 13.5%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교육수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양 갈래 갈등의 차이는 두 

국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거집단 대비 학력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는 한국에서 WIF 갈등과 상관없이 증가하는 반면, 대만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중졸 이하’그룹에서 한국은 

준거집단에 비해 WIF 갈등이 커질수록 건강 수준이 낮아졌으나 대만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3,4>. 14  이는,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저학력 여성의 건강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WIF 갈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격차가 대만의 저학력 여성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각 변수 항에 대한 준거집단은 ‘갈등이 없는 중졸 여성’이며, y축 값은 여성 근로

자의 일-가정 갈등(WFC)과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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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WFC)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한국 대만 

    m1 m2 m1 m2 

WIF      

 낮음 0.322 0.838 -0.048 -0.335 

 보통 0.355 0.866 0.027 -0.200 

 높음 0.449* 0.903 0.080 -0.394 

교육수준      

 고졸 -0.030 0.597 0.047 -0.244 

 대졸 이상 -0.003 0.338 -0.033 -0.432 

WIF*교육수준      

 낮음*중졸 이하     

 낮음*고졸  -0.613  0.356 

 낮음*대졸 이상  -0.475  0.468 

 보통*중졸 이하     

 보통*고졸  -0.657  0.298 

 보통*대졸 이상  -0.382  0.393 

 높음*중졸 이하     

 높음*고졸  -0.581  0.553 

 높음*대졸 이상  -0.171  0.682 

R-sq  0.143 0.154   0.049 0.060 

FIW      

 낮음 0.117 -0.313 0.049 -0.287 

 보통 0.133 -0.010 0.043 -0.024 

 높음 0.183 0.230 0.135 -0.117 

교육수준      

 고졸 -0.045 -0.017 0.038 -0.131 

 대졸 이상 -0.017 -0.346 -0.040 -0.082 

FIW*교육수준      

 낮음*중졸 이하     

 낮음*고졸  0.599  0.548 

 낮음*대졸 이상  0.568  0.148 

 보통*중졸 이하     

 보통*고졸  0.075  0.124 

 보통*대졸 이상  0.476  0.009 

 높음*중졸 이하     

 높음*고졸  -0.195  0.337 

 높음*대졸 이상  0.275  0.202 

R-sq  0.127 0.164 0.052 0.065 

® WIF: 없음, ®교육수준: 중졸 이하, ®WIF*교육수준: 없음*(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로버스트 추정량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생략함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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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절 국가별 일·가정 갈등(WFC)과 무급노동이 남성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국가 간 양방향의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이 남성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효과 모형에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표13>. 

분석과정에서 Whit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양방향의 갈등에 대한 모든 

모형에서 이분산성이 확인되어 표준 오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14>에서 모형 1의 경우, 주관적 건강에 대한 WIF 갈등의 

영향력은 두 국가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만과 달리, 한국은 

준거집단 대비 WIF 갈등이 ‘보통’ 수준 이하에서 건강 수준이 

감소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낮음: 0.189, p<0.05 / 보통: 

0.191, p<0.05).  

무급 노동과 FIW 갈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는 한국과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에서 무급 

노동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건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두 

국가 모두 FIW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건강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형 2의 경우, 한국에서 주관적 건강에 대한 WIF 갈등 변수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 대비 WIF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성 근로자의 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그룹 간 

건강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낮음: 0.318, p<0.01 / 보통: 0.313, 

p<0.001 / 높음: 0.309, p<0.01)<그림4,5>15  

 한편, 주관적 건강에 대한 무급 노동의 영향력은 국가 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준거집단 대비 남성 근로자의 무급 노동의 참여 

수준이‘하’일 때, 주관적 건강이 감소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대만에서 더 큰 차이가 있었다(한국: -0.507, p<.05 / 대만: 

-0.728, p<.001). 

 교호작용 항에서, WIF 갈등의 수준이‘보통’이상일 때 무급 노동의 

빈도에 따른 건강 격차는 두 국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 대비 WIF 갈등이‘보통’수준이면서 무급노동의 

                                            
15 각 변수 항에 대한 준거집단은 ‘갈등이 없고 무급노동을 하지 않는 남성’이며, y축 

값은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WFC)과 무급노동의 빈도에 따른 평균적인 건강상태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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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하’인 경우 건강 수준은 각각 50.7%, 72.8% 증가하였으며 

대만에서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p<0.001).  또한 준거집단 

대비 WIF 갈등의 수준이‘높고’무급 노동의 빈도가 ‘중’일 때 건강 

수준은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53%, 63.4% 높아졌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05). 남성 근로자들이 건강문제로 인해 무급 노동을 

하지 않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대만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델 2에서 FIW 갈등에 따른 건강 수준은 대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만의 남성근로자는 준거집단에 비해 FIW 갈등 수준이 

‘낮을’때 주관적 건강이 유의하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0.678, 

p<0.001)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건강의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준거집단 대비 FIW 갈등을 경험하는 군에서 

건강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 항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대만에서 준거집단 대비 FIW 갈등의 수준이 ‘낮고’무급 

노동에 참여하는 그룹일수록 건강 수준이 유의미하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하: -1.254, p<0.001 / 중: -0.714, p<0.001 / 상: -0.784, 

p<0.01) 한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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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WFC)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 
 

   한국 대만 

    m1 m2 m1 m2 

WIF      

 낮음 0.189* 0.318** -0.043 0.070 

 보통 0.191* 0.313*** -0.003 0.035 

 높음 0.179 0.309** 0.079 0.150 

무급노동      

 하 0.010 0.488* 0.037 0.629*** 

 중 0.084 0.234 0.070 0.100 

 상 0.125 0.295 -0.089 -0.016 

WIF*무급노동 낮음*해당없음     

 낮음*하  -0.460  -0.427 

 낮음*중  -0.144  -0.095 

 낮음*상  -0.387  -0.204 

 보통*해당없음     

 보통*하  -0.507*  -0.728*** 

 보통*중  -0.158  -0.047 

 보통*상  -0.187  0.056 

 높음*해당없음     

 높음*하  -0.530*  -0.634* 

 높음*중  -0.200  0.090 

 높음*상  0.000  -0.395 

R-sq  0.054 0.067 0.056 0.092 

FIW      

 낮음 0.057 0.324 0.028 0.678*** 

 보통 0.065 0.140 0.052 0.046 

 높음 0.111 0.246 0.052 0.033 

무급노동      

 하 0.022 0.144 0.046 0.266 

 중 0.092 0.209 0.062 0.108 

 상 0.129 0.183 -0.098 -0.079 

FIW*무급노동 낮음*해당없음     

 낮음*하  -0.278  -1.251*** 

 낮음*중  -0.387  -0.714*** 

 낮음*상  -0.120  -0.784** 

 보통*해당없음     

 보통*하  -0.119  -0.138 

 보통*중  -0.097  -0.001 

 보통*상  -0.177  0.073 

 높음*해당없음     

 높음*하  -0.222  -0.302 

 높음*중  -0.216  0.054 

 높음*상  -0.008  0.037 

R-sq  0.059 0.072 0.053 0.082 

®없음, ®해당없음, ®없음*(해당없음/하/중/상) 

로버스트 추정량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생략함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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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한국과 대만 여성 근로자의 WIF 갈등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그림4> 한국과 대만 여성 근로자의 FIW 갈등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그림5> 남성 근로자의 WIF와 무급노동의 상호작용 
  

<그림5> 남성 근로자의 WIF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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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남성 근로자의 WIF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 

 

 
 

<그림6> 남성 근로자의 FIW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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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 

직장인의 일 가정 갈등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양 갈래 갈등에 대한 국가 간 성차를 확인하였고, 

일 가정 갈등과 주관적 건강 간의 관계에 교육수준과 무급노동이 주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양 갈래 갈등의 수준은 남녀 

상관없이 한국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한국 여성이 WIF 갈등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반면, FIW 갈등은 대만 남성이 가장 덜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만에서 남성의 무급노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달리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는 한국 남성에게서 높았는데, 이는 

무급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만 남성들의 성 평등 인식과 

사회문화적 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진욱, 2017; 이경아, 

2018).  

국가 간 갈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는 연령과 성별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맞벌이의 비율이 높은 대만에서(이경아, 2018) 

고령자들이 갈등을 인지하는 수준이 낮았으며 연령과 갈등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 

가정 갈등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성 역할 

인식은 대만 여성에게서 뚜렷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별 주관적 건강 수준은 두 나라 간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은 대만은 개인 소득과 관리자 여부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 건강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일과 가정 영역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주관적 건강에 대한 양 

갈래 갈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대만에서는 갈등과 건강 

수준 간의 부적 상관관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대만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화 수준은 비슷하나 정책의 실효성은 한국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이경아, 2016; 이경아, 2017) 이러한 차이는 사회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다른 사회 문화적 조건이 함께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양 방향의 갈등이 남녀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WIF 갈등은 주관적 건강과 

유의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여성에게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에서 양방향의 갈등이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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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정도를 밝힌 연구(차수진, 2015)와 WIF 갈등이 남녀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alliath, 2012; Minnotte, 2018; Eshak, 2018). 그러나 

대만에서 일 가정 갈등 변수는 직장인의 주관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복과 삶의 만족과 같은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Lu 

et al., 2006; Aryee et al., 1999).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일 가정 갈등과 교육수준의 관계에 교호작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학력과 WIF 갈등에 

따른 건강수준은 국가 간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은 WIF 갈등이 높은 그룹에서 고졸 여성의 건강이 가장 나쁜 반면, 

한국에서는 중졸 여성의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중졸 여성이 다른 

학력 군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chieman et al.(2011) 연구에서 일 가정 갈등과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평가한 결과, 학력 수준과 일 가정 갈등은 

비선형적 관계에 있으며, 근로 시간이 길고 직무 요구 수준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저학력 여성들이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비록 앞서 제시한 

‘가설2’는 지지 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저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일 초래 갈등(WIF)에 의해 건강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 가정 갈등과 무급노동의 상호작용의 경우, 한국에서 무급 노동의 

변수가 남성 근로자의 WIF 갈등과 건강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교호작용 항에 의해 완충 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대만에 비해 한국에서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근로자의 상호작용 항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주관적 건강 수준이 

갈등과 무급노동의 빈도가 낮은 집단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점이다. 

WIF 갈등이 없을 때, 무급노동을 적게 하는 남성의 건강이 나쁠 확률은 

대만에서 높았을 뿐만 아니라, FIW 갈등이 낮은 수준에서 무급노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건강수준 또한 대만 남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건강과 무급노동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16 무급 노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남성근로자의 

                                            
16 Vaananen et al.(2005)에 의하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시간은 일 가정 갈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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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두 국가 간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 그룹에서 주관적 건강에 대한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 것은 주관적 건강이 나쁘고 무급노동의 참여가 저조한 남성의 

비율이 대만에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수반한다. 첫째, 방법론적으로 일 

가정 갈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변수만 사용하여 결과를 사회문화적 

차이로만 해석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다수준 모형으로 

국가 간 일 가정 갈등의 현상을 설명한 Gibson(2005) 연구는 문화적 

수준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임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치 변수를 포함한 성 역할 태도, 가족 간 유대 등의 

직접적인 변수를 투입하여 비교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사회구조적 지표가 크게 다르지 않고 국가를 따로 구분하여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큰 변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층 모형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에 대한 검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다른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횡단면 연구의 전형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역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몇몇 횡단면 연구는 현재 

건강 수준이 갈등을 높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통제하는 사례가 있으나(Kobayashi et al., 2017; Griep et 

al., 2016) 건강한 사람들만 분석에 포함할 경우, 선택 편향(selection 

bias) 또는 건강한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17  따라서 주요 변수의 시간적 추이를 살피고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종단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전의 개인 수준에서 일 가정 갈등과 건강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넘어,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 문화적 조건이 

직장과 가정 내 갈등과 건강 수준을 조절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단일 국가의 성간(inter-gender) 비교가 

아니라 국가 간 성 내(intra-gender)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 갈등에 의한 건강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보건학 

                                            
개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높였으나 무급노동 시간 자체는 건강변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노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Last J.,1995) 

갈등의 부정적 결과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 과대평가 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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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써 사회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갈등이란 스트레스인자와 건강 

간의 연관성을 직접 비교하였고, 가치에 기반한 사회 규범적 속성이 

건강 결과의 간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직장과 가정의 두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은 일 또는 가족 관련 자원과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 평등과 가족 규범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통해 조절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일 가정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간 건강 정책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향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건강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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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Self-Reported Health of Paid Employees: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Taiwan 

 
 

Myung Hwa, Han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onflict(WFC) on the self-reported health of workers 

based on socio-cultural backgrounds of South Korea and Taiwa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way conflict(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conflict) and subjective health was verified by 

using the 2012 Korea Survey on Life and Society, and Taiwan’s 2014 

Survey on the Perception of Life and Society. The adjusting effect of 

education levels and unpaid lab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rated health of male and female workers and work-family 

conflict was measured.  

 In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 adverse health effect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ranch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Korea 

and that the Work-to-Family conflict was more detrimental. Also, 

the negative effect of the Work-to-Family conflict on subjective 

health is larger for Korean men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u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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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and the conflict variable. On the other hand, Taiwan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in both directions and self-

reported health,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ll variables 

on subjective health were found to be relatively less descriptive tha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aiwa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self-

reported health among paid workers, confirming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n worke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ubjective health 

status.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s that the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re the indirect influence factors of the work-

family conflict and the resulting variables, and show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intervene in policy design while considering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nhancing awareness of male and female 

workers to alleviat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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