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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족정책의 다차원적 효과
-정책수단과 가치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안승재

 본 연구는 성역할인식 및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가족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한 연구이다. 가족은 우
리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가족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
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적영역, 그중에서도 노동시장과 경제
적 불평등 등 경제적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적영역인 가족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들의 상당수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한 유형적 접근으로 인해 각 정책
도구들의 독립된 영향을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족생활만
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책적, 제도적 요인의 포착에는 실패하고 있다. 최근 정책적 요인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도
덕, 가치 등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정책의 결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많
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가족정책이 젠더중립적이지 않고 성별로 다른 역할을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정
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역시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가족생활만족도를 
선정하고 이에 미치는 가족정책과 개인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
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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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치관과 사회수준의 가족정책의 영향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역할
인식을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가족책임의식과 가치관의 영향을 살
펴보았으며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분류하여 어떻
게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가치관과 가족정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정책이 조절하는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성별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하여 가족정책의 차별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가치관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그것들이 얼마나 삶에 퍼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초
를 전해준다. 가치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의 차이가 가족생활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 후 여성들은 돌봄과 가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차이 없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 역할의 변화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며 인적자본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취업이 보편
화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며 평생의 유급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여성취업과 가족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은 성평등적이나 여전히 현실에서의 성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나타나거나 성역할태도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미비하여 역할 갈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평등은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인 생활영역에서의 불평등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가정
의 영역에까지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바라는 것과 결과 
사이의 적합도가 낮은 불안정한 균형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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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며 가족생활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 생애과정의 변화만큼 남성 역
시 생애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 내 성평등 향상이 가
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은 지원유형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정책 지원유형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정책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볼 때, 가족정책이 성
별에 따라 차별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과를 보인 정책
의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정책의 회귀계수가 여성의 경
우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 가족정책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서비스정책은 특히 여성에게 효과가 더 크며 가정 내 성별 역할의 재할당 
자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보완하여 개인의 선호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할 것이다. 
 정책지원 유형별로 살펴볼 때,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이 젠더중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
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감안할 때 
다소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정책은 여러 정책수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국의 역사와 맥락 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시간정책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시간정
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만큼 임금을 대체
할 수 있는지,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정책이 시간정책과 현금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가정에서
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 및 역할 갈등으로 구성원
의 가족생활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 정책의 경우 돌봄부담 경감을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가족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몰성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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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통해서는 신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예상되는 일・가정 양립 딜레마가 계속된다면 가
사노동과 돌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돌봄서비스 제공은 직접적인 돌봄의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다시 말해,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며 성
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모델의 결과는 시간정책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간정책의 사용에 있어 가치관
의 영향이 큰 것을 반영하는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1) 시간정책이 성숙하지 
못하고 짧거나 대체율이 낮아 오히려 여성의 고용 및 성역할태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 육
아휴직 제도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핀란드의 임금대체율이 오히려 독일보다 높
으나 독일의 육아휴직 활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양육이 가
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국가
에서는 양육기간 동안 일과 관련된 자신의 선호를 실현시킬 가능성 역시 낮아져 
가족생활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부 유럽 국가
들의 경우 휴가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여성들은 휴가가 끝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적절하게 휴
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태도의 경
우 현금정책,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의 경우 서비스정
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절효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와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
우 성역할태도와 현금, 시간정책 및 여성취업태도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역할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
절효과가 나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강

1) 시간정책의 경우 분석대상국가의 2/3가량인 17개국이 평균수준보다 낮은 지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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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특히 전일제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
이 있는 경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 두게 되어 여성들이 
저임금의 노동을 포기하고 돌봄수당을 받아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개
인의 성역할태도와 갈등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
족도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
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 여성취업태도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
다.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를 증
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정책
의 지출이 높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정책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감
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으며 때로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간 가
족정책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
며 성별에 따라 가치관 및 가족정책이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가족정책이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구
들과 함께 활용된다면 가족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들의 지원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단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의 소득
수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출산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경력전망, 소
득, 가족 친화적 정책 등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는 여성 중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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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싶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는 일하는 여성
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가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규범과 나의 생활방식이 일치할 때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지지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정책이 지지해주지 못해 
오히려 가족생활만족도가 떨어져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
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격차를 해소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젠더불평등의 
해소가 가족생활만족도의 향상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되므로 부성휴가, 노동시간개혁 등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남성의 참
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
이다. 

주요어 : 가족정책, 가족생활만족도, 성역할의식, 가족책임의식, 상호작용
학번 : 2012-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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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정책의 형태나 가치관에 따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왜 가족정책의 효과는 출산, 여성경제참여 등 경제적 
요인으로 평가하는가?’ 또한 ‘각 국가들이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
고 심지어 비슷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타나는 결과는 수렴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
에 집중한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며 제도적 요소의 영
향뿐만 아니라 비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
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질의 측정요인 중 가족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과 소득을 증가시켜 우리의 생활을 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7개국 중 57위, 
OECD 34개국 중 32위로 낮은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Helliweil et al., 2018). 이러한 사실은 삶의 질이 
양적인 성장으로만 파악될 수 없으며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측면까지도 관
심을 기울여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가족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등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김승권 외,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가족생활지수2)로 인하여 
삶의 질까지도 낮아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장영식 외, 2007). 현대사회에서는 

2) 장영식 외(2007)에 의하면 삶의 질 지수는 보건, GDP, 교육, 노동, 환경, 가족, 안전, 
정보통신 등 8개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순위는 OECD  30개국 중 17위로 나타났
다. 교육지수, 직업안전성지수 등은 전체순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가족생활지
수의 경우 25위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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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가족
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가족 기능
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양육 등 가족의 삶의 양식까
지 변화시키고 있다(김은지 외, 201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 
무자녀 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삼포, 오포를 넘어선 n포 세
대의 등장, 세계 1위의 자살 등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며 가족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는 경우 사회보
장제도가 미비하거나 고용이 불안할 경우 가족은 급격한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
질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김혜영, 2008). 
 가족정책은 이러한 가족의 불안정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급속
도로 증가 하고 있다3). 현재, 가족정책은 기존의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수단의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복지국가 
재편에 있어 핵심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Esping-Anderson, 1999; Giddens, 
2000; Tayor-Gooby, 2004; 윤홍식, 2006; 조흥식 외, 2002). 그러나 가족정책,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가족정책의 평가가 공적 영역, 경제적 요인들에 집중되어 있다. 가족정책
은 복지국가의 대응이 사적영역에 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적영역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적고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개별정책의 효과 특히 여성고용, 출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Orloff, 1993; Sainsbury, 1996; Bambra, 2004; 
Lohmann and Zagel, 2010; Kurosawa, 2018; 김수정, 2002; 윤성호, 2008; 장경
섭, 2010; 이승미 외, 2012; 이선영, 2016; 심영희, 2011; 이채정, 2018). 가족정
책은 가족의 자율성 보장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변화순 외, 1990).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
인 중 하나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행

3) Ferrarini(2006)에 따르면 모성에 대한 정책은 2차 대전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남성육
아휴직은 70년대 중반에 소개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OECD 18개국 중 10개국 
만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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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다는 정책을 통한 빈
곤, 폭력 등 부정적 사건들을 제거하기 위한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으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사회적 대안의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만 개념화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Noll, 2004). 비교적 최근에서야 거시적 정책과 요인들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들의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개인들의 복지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사
회의 특성이나 질에 대한 차원의 요인들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어 가
족정책이나 가치관의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가족생활만족
도의 차이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의 두 번째 한계는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 가
족정책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은 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Esping-Anderson, 1990; Gornick et al, 1997; Gornick and Jacobs, 1998; 
Lewis, 1992; Orloff, 1993; O’Connor et al, 1999). 선행연구들은 가치를 포함한 
사회의 관념 등을 나타내는 문화가 사회구조, 사회행동 등을 결정함에도 이를 중
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부 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둔 연구들
도 실증적 연구보다는 규범적 이론적 연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Oorschot et al., 2008). 사회
적 결과는 제도적․정책적 요인뿐 아니라 비제도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
나게 된다. 사회정책의 목적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므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지
표의 활용 역시 중요하다(Veenhoven, 2002). 특히, 최근 신제도주의 시각이 도입
되며 가족정책이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고용 및 돌봄 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Sjoberg, 2004; Kunovich and 
Kunovich, 2008, 김영미, 2012; 김영미・류연규, 2016; 김사현, 2014; 계봉오・
김영미, 2016). 특히, 성평등주의는 가족의 형성, 유지, 해체, 출산 등 가족의 선
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계봉오・김영미, 2016).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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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관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족 의존, 책임 역시 정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시장에서 서비
스 구매가 어려울 때 가족에 대한 의존을 높여 친족간 유대를 훼손하거나 여성고
용을 낮추게 되는 등 가족의 변화를 억제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은 상황이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만으로는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고(Katzenelson,1997) 개인의 계산이나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새로이 
설계된 제도가 현존하는 규범적 질서와 부조화를 보일 경우 원래 제도가 의도한 
결과를 낳기 어렵다(Cortell & Peterson,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정책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젠더차원에서의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
를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복지국가를 젠더중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사회제도들을 통해 (재)구성되며 권력관계를 
포함하여 우리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Lorber, 1994). 가족정
책의 존재가 젠더 관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양성평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젠더불평등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젠더관계
란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원숙연, 2008).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전통
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여성의 삶의 궤적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변
화하고 공식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통적 젠더규범이 존속되
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McDonald, 2000).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사고나 행위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성의 역할변화로 인한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족정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국가의 형성, 변화 및 정책의 효과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여전히 정책의 성별에 따른 효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연구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삶의 
질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원인의 탐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복
지국가의 정책은 남성 생계부양에 따른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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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면하는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Esping-Anderson, 2009). 더욱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대로 인한 일-가정 
불균형의 문제는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근로와 관련된 경로는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M형 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생애 전반에 큰 변화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
황이다. 가족정책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돌봄에 대
한 보상을 통해 무급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은지, 2008). 특히 여성은 남
성과 달리 일과 가정에 관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게 되며 가족정책은 여성이 가
정과 일의 선택에 있어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하여 자신
의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할 것이다(Hakim, 2003). 
 행복의 추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중요한 목적임과 동시에 일생동
안 달성해야 할 삶의 목표이다(서종수,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정책이 사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 삶의 질
에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이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가
족생활만족도는 개인에게 있어 행복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고정자・김갑숙, 1999; 김승권 외, 2008, 손정연・한경혜, 2012; 한형
수, 2004). 실제로 가족생활만족도는 개인 행복의 결정에 있어 영향도가 가장 큰 
요인이며, 자아개념의 형성, 타인에 대한 신뢰나 믿음, 편견, 차별의식, 생활만족
도, 정신건강, 건강, 수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Gottman, 2000; 박명순 외, 2013; 오명란・김경산, 2015; 조광
덕・김중백, 2016, 김민호, 1994; 허정철, 2008; 이삼연, 2002; 김승권, 2013).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뛰어넘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내용과 인식 간의 정합성이 국가마다 달라서 사회적 인
식과 정책 내용이 잘 맞아 정합성이 높은 경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상징적 제스추어로만 남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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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원숙연, 200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역할의식과 가족책
임의식을 가족정책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개인
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의 선호실현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과 양육이라는 가족생활과 관
련된 개인의 선호와 선호실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통하여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가족정책과 개인의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통하여 가족정책의 목표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이 느끼는 주
관적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일치하고 
이를 정책이 지원한다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가족정책의 성과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 등의 경
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 정책임에도 가족
과 관련된 가치체계의 영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가족정책 및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정책
의 목표를 평가하고자 한다. 성역할의식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까지 영역을 넓혀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정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합의된 정의나 범
위 없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정
책은 지향점에 따라 일반가정지원, 맞벌이가정지원 등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유형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책수단에 따라 현금, 서비스, 시간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정책 효과 연구 중 유형화 접근의 연구들은 정책의 지향점을 잘 알려줄 
수 있으나 구체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나누어볼 수 없으며 정책수단에 따른 구분
은 각 수단에 따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목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가족
정책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을 구분하여 정책수단에 따라 분석함으로
써 가족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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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 성별, 전일제 여부, 아동의 유무를 활용하여 일하는 집단, 아동이 
있는 집단이 가치관, 가족정책의 수단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가치관과 정책수단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관련 요
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개인들의 가족생활만족도에 끼친 영향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고 변화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김혜영 외, 2012).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행동과 방향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
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합리주의
적 접근을 바탕으로 가족정책의 효과를 판단해 왔다.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가치와 떨어뜨려 생각하기 쉽지 않으나 가족가치를 사회정책에 내재화되어 있거
나 국가(레짐)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지는 않
고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한계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의식과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정책의 목표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복지제도는 가족
가치관을 재생산하거나 변형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양성평
등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McDonald, 2000). 또한, 정부개입 수준이 정부
가 가족지원의 책임이 있는지와 가족과 일의 양립에 있어 개인의 책임인지 국가
의 책임인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정(Mischke, 2012)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정책의 궁극
적 목표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시켰는가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
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에는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등 성역할의식 뿐 아니라 
가족책임의식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개인의 가치관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여성취업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가족책임의식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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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두 번째는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단
계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은 사람들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이다. 가족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가족 삶의 질이 향상임에도 가
족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취업, 출산 등 경제적 지표에 한정되어 종합적인 가
족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하에 가족정책이 실제 개인의 삶
을 변화시키고 가족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가족정
책이 출산율의 증가나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성원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정책이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를 증진시켰는지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삶의 질 관련 연구들은 양적 성장만을 강
조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초점을 둔 연
구와 객관적 조건들을 강조한 연구들로 대변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중 가족
생활에 대한 측면에 집중하여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가족정책은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이를 이해하
기 위한 이론적 틀도 다양하여 가족정책의 체계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Häusermann and Kübler, 2010).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가족정책을 ‘맞벌이소득자지원(dual earner support)’과 ‘일반가족지
원(general family support)’, ‘노동지원’과 ‘보육지원’ 등으로 유형화하여 정책의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Korpi, 2000; Sjöberg, 2004; 김영미, 2012). 이러한 접근
은 정책목표를 알려주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적 접근은 개
별 정책도구들이 정책목표나 원칙같은 차원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책도구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구체화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책도구별 개별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현금, 서비스, 시간(육아휴직)
의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각 정책
도구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문제 2. 가족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현금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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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3 시간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연구 문제는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가족정책과 가치관, 가족생활만족
도를 떨어뜨리는 가족정책과 가치관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가족정책
의 효과가 개별 국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개별국가 가족정책의 효과가 
작동하는 가족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
되고 있다(Duncan and Edwards, 1998; Pfau Effinger, 2006). 
Pfau-Effinger(2004)가 지적한 것처럼 개인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가족제도
의 사용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정책,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은 양성평등과 젠더역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책임주의가 높을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암묵적,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의 역할을 강조할 가
능성이 높아 가족에 대한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시장에 의해 해결되도
록 맡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정책과 가치관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치관의 상호작용이 가족생
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과 
개인의 가치관과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정책이 조절하는가?
3.1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현금정책이 조절하는가?
3.2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는가?
3.3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정책이 조절하는가?
 
 다음 연구문제는 가족정책의 성별에 따른 효과에 관한 것이다. 복지국가, 가족정
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정책의 효과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의 정책은 젠더중립적으로 보이나 남성 생계부양에 따
른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 직면하는 새로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Esping-Anderson, 2009).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역시 여성과 남
성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원인의 탐색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특정한 성별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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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의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원
숙연, 2008).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전통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돌봄에 대한 보상
을 통해 무급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은지,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
족정책과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고 선호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가족정책과 가치관이 선호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가족정책과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가치관이 가족정
책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은 통제가 되며 본 연구의 연구질문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
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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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가족생활만
족도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봄으로써 가족정책과 가치관, 가족생활만족도 간의 간
극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조건과 미
시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삶의 질과 관련된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정책 연구들은 문화적 요인 등의 고려와 미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미시적 차원의 가족생활만족도 연구들은 거시적인 제도적 틀을 포착
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최근 연구방법의 발달과 데이터의 축적은 거시적 차
원과 미시적 차원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시적 정책이 개인의 미시적 차원
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최근 가족정책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정책과 가치관이 
통합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정책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거시 정책이 개인의 선호 실현 등 미시적 차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 가족정책과 가치관 및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과 요인 들 중에서 가족정책과 성역할의식 
및 가족책임의식에 주목한다. 

  제1절 가족 삶의 질

1. 가족 삶의 질과 가족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와 연결되고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박성복, 2003; 임희섭, 1996). 예를 들어, Diener and Lucas(1999)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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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삶의 만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생활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Myers and Diener(1995)는 개
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향을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하고 사
람들의 행복을 측정했다. Veenhoven(1984)는 행복의 정서적 측면을 ‘주관적 안
녕’으로 행복의 인지적 측면을 ‘삶의 만족’으로 규정하고 행복을 측정하였다.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서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
와 객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 결정요인을 접목시켜 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삶
의 질 결정요인으로는 물질적 웰빙, 건강,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 가족생활, 지역 
생활, 기후와 지리, 직업안정성, 정치적 자유, 양성평등을 선정하여 측정한 바 있
다.
 생활만족도에 대하여도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Neuhaten et al.(1961)
은 생활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대
한 성취를 느끼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Burr(1970)은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생활만족도라고 정의하였고 최성
재(1986)는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
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서 개인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이고 종합
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김영미·한상훈(2014)는 개인의 삶에서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기대에 대한 충족정도로 ‘생활만족도’를 
정의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이나 복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복감, 가족의 복
지감, 삶의 질, 생활의 질, 생활만족도 등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
치된 측정이나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질 및 생활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측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조건을 중
심으로 하는 측정방법에 대한 반성과 사람들의 가치의 변화로 점차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되었다(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의 다양한 측
면의 관심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빈곤의 문제와 생태적 기반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자연히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정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박종민·김서용, 2002). 경제성장이 국민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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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행복을 증진 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경
제적 측면에서 환경 등 다차원적 측면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의 측정에 있어서도 1960년대 초반에는 GDP 등 경제지표 중심으로 측정하
였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형평, 삶의 질 등의 측면은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로 인
하여 이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객관적 조건과 함께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성과와 경향을 분
석한 Noll(2002)에 의하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하는 접근법과 자원 및 객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추는 접근방법이 그것이다4). 
 그러나 앞서 밝힌 바처럼 경제지표 중심으로는 심리적 만족, 행복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의 규칙
이나 규범, 가치체계의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관
적 지표는 정신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나 만족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열망의 수
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이나 강조의 변화에 따라 측정치들이 달라졌으며 어
느 것도 완전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객관적, 주관적 지표의 보완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상향확산이론에 따르면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감이 삶의 

4) 주관적 접근법은 삶의 질을 개인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간주하
고 만족감과 행복감의 측정을 통해서 측정된다. 주관적 접근은 자신의 바람, 기대, 희망 
혹은 준거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한 인지적 평가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부정
적 정서로 구성된다. 사회정책은 단순히 물질적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정
서적 문제도 목표로 하며 주관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를 필요로 한다. 물
질적 목표에서 성취는 객관적으로 항상 측정할 수 없고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사회구성
원의 선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측정의 포괄성 등 때로는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에 
비하여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객관적 접근법은 일차적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관
심의 초점을 둔다. 객관적 생활조건에는 개인의 물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 
및 환경까지 포함되며 점차 관심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은 주관적 평가는 열망의 수준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복지 측정의 일
차적 기능으로 간주되는 사회정책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객관
적 지표 옹호자들은 사회지표는 사회정책을 이끌어야 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패와 그 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관적 지표는 정
책과정에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과학적 관리를 방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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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Sirgy et al., 2000; 가영희, 2006). 가족
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김승권 외, 2008)로 여러 지수나 연구들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5). 가족생활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생활만족도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주관적인 만족을 다루고 있다.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임상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로 서비스, 상담, 치료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전후 검사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측정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었을 뿐 가족생활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Tower & Kasl(1996)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
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정서적 지원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낮추고 심리
적 안정감을 가져와 가족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윤지은・전혜정
(2009)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
활동상태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과 동시에 가족관계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김동배 외(2010)는 손자
녀양육자의 사회참여가 가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양육자
의 경우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족관계만족도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필동・이정화(2016)는 가족관계만족도가 경제활동과 건강상태
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위계적 다층모형을 통해 밝힌바 있다. 김
영대・조당호(2012)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족의 가족관계만족이 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부양자의 
소진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함을 밝혔다. 높은 수준의 부양부담은 돌봄을 제
공하는 가족에게 소진감 및 생활만족을 감소시켜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
는 것이다(김귀분・석소현, 2008). 이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이 
혈연관계인 세대 간의 의존에서 세대 간의 독립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
부관계가 삶의 질 혹은 가족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대변
해 준다 할 것이다(조병은, 2007). 

5) 통계청 행복지수의 경우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문화, 여가로 
정하여 측정하고 있고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삶의 지수 등도 가족생활을 삶의 질의 요인으로 보고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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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하는 연구 흐름이다. 
Michel et al.(2011)이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의 지원이 가족생활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Berry and Williams(1987)는 경제적 만
족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족도가 남편과 아내 모두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을 
밝혔다. 이현지·이금자(2008)역시 생활의 질에 배우자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박종서・이지혜(2014)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2)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만족도와 자녀만족도를 가족생활만족도로 정의하고 
특징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바 있다. 부부만족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녀만족도의 경우 전반
적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기대충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 좋은 가
족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며 전통적 가족규범을 둘러싼 갈등요인이 가족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 및 생활의 질과 관련된 접근의 공통된 특징은 명시적이든 묵시
적이든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만 개념화하려 한계를 지니고 있다(Noll, 
2004). 이러한 접근은 전체 사회의 특성이나 정책에 대한 요인들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의 특징은 개인적 특성과 생활
환경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 사
회의 특성 역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Hall, 2003; 배정현, 2014; 서재호 외, 2012). 즉 정부의 정책, 제도, 정부의 활
동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켜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
적으로 사회의 질 논의는 개인수준과 사회수준의 발전을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
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고 OECD 사회
의 웰빙영역을 살펴보면 생태체계, 인간웰빙, 경제, 지배구조, 문화 모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각종 사회지표를 구성하는 이론적 기반
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국가 내의 불평등 등 사회
의 포용성, 진보 등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정책 역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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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할 것이다. 가령 김준기・양지숙(2012)은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
립에 관한 연구에서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지원이 있는 경우 일-가정 갈등이 감소
하여 가족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가사 및 양육과 관련
한 분담과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지표나 삶의 질 지
표와 같이 집합적 자료와 함께 국가들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분석들은 개별국
가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만족이나 주관적 느낌에 대한 
인지에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생활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집중하여 
개인이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느끼는 만족이나 자각을 가족 삶의 질로 명명하고자 
하며 가족생활만족도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족생활만족도의 결정

 최근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제도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는 
이론 중 하나는 신제도주의6)라 할 수 있다. 제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을 제도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설명한다. 제도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제도는 대가, 보상,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기회구조를 형성하거나 개인의 규범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ischke, 2012; 
Jaeger, 2006; Ferrarini, 2006; 김영미, 2014; 하연섭, 2002). 
 먼저 전자는 합리주의적 접근으로 불리며 제도가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으로 규
칙의 역할을 하게 되는 측면에 집중한다. 즉, 제도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선택에 
있어 행위의 선택으로 인하여 급부로 주어지는 대가, 보상, 비용체계 등을 구조화
하여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가족정책은 현금급여나 
서비스제공 등으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육서비스, 
조세감면, 노동인센티브,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
시킬 수도 있으며 아동수당,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
를 제한하여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지원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6) 신제도주의는 합리적제도주의, 사회적제도주의, 역사적제도주의 등 다양한 분파로 이루
어졌으며 현재는 각각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파가 보완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하연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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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문화적접근, 규범적 접근으로 불리며 제도가 개인의 규범을 형성
하게 되는 측면에 집중한다. 이는 개인의 선호나 가치의 형성에 있어 사회적 맥락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개인의 합리적 행위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제도 안에 선호가 내재되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정책은 무엇이 가능한지 정해줌으로 개인의 선택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
게 되며 그 사회에서 적합한 행동과 역할에 대한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
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Dowding and King, 1995; Lewis et 
al., 2008). 
 그러나 가족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합리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문화적 접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한 상당수
의 연구들은 개별정책의 수준을 살펴보고 있으며(Jaumotte, 2003; Kotsadam, 
2011, Bick, 2016; 이규용 외, 2004; 윤성호, 2009; 장지연, 2011;, 고혜원, 
2012, 최영, 2012)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McDonald. 2002; 계봉오·김영미, 2012; 윤승희, 2014; 황은정·유희원, 
2014). 구조화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인간행위를 지속적
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 선택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Katznelson, 1997). 
 인간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통제와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화적・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으며 개
인의 선호와 의사결정 역시 제도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의사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의 선호가 집합적으로 집단의 선호를 형성하고 거시적 수준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있으나 거시적 변수 역시 미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국가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그 자체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특성에 의존하게 된다(하연섭, 2012). 즉, 사회적 결과는 제도적 
요인과 비제도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
구들은 제도적 요인에 관심을 집중하여 비제도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식적 규칙은 제도의 일부분에 해당하며(North,1990) 공식적 제도를 정
당화시켜 주는 규범이나 이데올로기가 뒷받침되었을 때에만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이고 집행과정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Vandengerg, 2002).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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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만들어지고 설계되는 것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 있는 가족가치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는 서서히 변화할 뿐 공식적 제
도가 변했다고 해서 비공식적 제도가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공식적 제도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것은 비공식적 규범이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인 정책과 비공식적 
가치체계가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한 사회적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
며 공식적 제도가 어떤 비공식적 제도와 결합하는가에 따라 제도가 미치는 결과
와 사회적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North, 1990). 즉, 현실에서의 개인
의 행동과 선택은 개인이 주변의 환경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
러한 인지구조를 통해서 신념체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신념체계가 사람들의 선택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North, 1998). Harding(1996)이 언급한 것처럼 
가족정책은 가족규범과 가치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
면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가족이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전
제 그리고 이해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의 행위에 있어 사회, 연대 등 복
지문화(welfare-culture)가 중요한 것처럼(Pfau-Effingher, 2005) 가족에 대한 
신념체계 역시 가족정책과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 가족정책과 사회적 맥
락으로 비공식적 제도인 개인의 가치관, 다시 말해 성역할의식과 가족책임주의에 
주목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는 일종의 규칙과 같은 것을 일컫는다. 신제
도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맥락 모두 개인의 선호와 기회구조를 제
약함으로 개인의 행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생활만족
도 연구들과 가족정책 연구들은 국가의 정책적 측면 내지는 정책이 집행되는 사
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기존의 가족정책 비교연구들은 가족정책의 효
과 분석에 있어 주로 개별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가족정책의 목표나 유형별
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별정책 중심의 접근은 다양한 가족정책의 효
과를 살펴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가족정책의 목표나 유형별로 접근하는 경우 
가족정책의 목표나 지향을 정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족정책이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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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거나 가족정책에 침윤되어 있
는 가치관의 영향을 분리해서 효과를 밝히는 데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복지국가는 제도, 특히 가족정책을 통해 기존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
나 많은 연구들은 가족정책의 효과를 차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
는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복지국가와 젠더논의
를 통하여 가족정책의 젠더적 특성을 살펴보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의 한계
를 살펴보고 가족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복지국가, 가족정책 및 젠더

 복지국가는 젠더중립적으로 보이지만 복지국가가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젠더관계를 재생산 혹은 변형하게 된다(Daly, 2000; 
Lister, 1994; Korpi, 2000).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복지국가 접근은 여
성의 삶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젠더 차원에 주목하는 연
구자들은 탈상품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
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 차원의 접근을 추가하여 이해한다. 탈상품화의 개념은 
소득을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복지정책의 수급자격과 원칙을 결정하는 틀
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왔다(쿨라빅, 2000).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복지국가의 비교와 사회정책의 분석에서 젠더를 결합시켜 탈가족화
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성인지적 접근을 접목한 복지국가 유형화의 시도가 시작되
어 발전되고 있다(Lewis, 1992; Orloff1993; Sainsbury, 1994. 1999). 이러한 논
의들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수행하며 공/사의 상호연관성 
및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며 전통적 복지국가 논의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배제된 젠더적 차원을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한편 젠더 불평등의 이론적 모델을 복지국가 연구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 레짐을 젠더평등 전략과 함의에 따라 재분류하여 
새로운 유형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젠더적 차원의 분석이라는 새로운 차원과 변수
의 도입을 가져오게 되었다(김수정, 2004). 
 젠더관점의 유형분류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분석의 초점도 변화해왔다(김혜
경, 2003). 먼저, Lewis(1992)의 경우 복지국가 정책의 성별분업정도에 따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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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생계부양자 레짐, 온건한 남성 생계부양자 레짐, 약한 남성 생계부양자 
레짐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여 전통적 복지국가와 남성생계부양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양상을 보여주며 복지국가의 발전이 남성위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유급노동 이외에도 무급노동으로의 관심을 넓혔으나 복지국가를 
단일 차원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복지국가의 다
양한 모습을 밝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Sainsbury(1994)는 남성 생계부
양자모델에 대치되는 지점에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을 설정하여 복지국가
의 젠더친화적 모형을 분석에 포함하였다(김은지, 2008).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 유지를 중시하
여 남성은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갖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가족을 단위로 복지혜택도 주어지고 임금 역시 가족 임금의 개념을 반
영하게 되며 남편과 아내 역시 다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아내의 경우 개인
적 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과 남편의 수급권 내에서 피부양자의 지위에서 
발생하게 된다. 반면, 개인적 모델에서는 복지의 기여 및 혜택의 단위가 개인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재생산에 필요한 일들 역시 공적 지원
을 통해 해결되며 돌봄 역시 수급권의 근거로 활용되어 성별 역할분리의 정도가 
낮고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돌봄 제공자가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젠더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화가 시도되었다. Sainsbury(1999)
는 젠더관계, 수급원리, 성별분업, 정책기본이념을 기준으로 유급, 돌봄노동과 젠
더관계를 고려하여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성역할 분리모델, 개별화된 성역할 공유 
소득돌봄자모델로 구분하였다. Sainsbury는 정책설계에 따라 성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며 Fraser(1994)의 구분을 활용하여 3가지 전략으로 구
분하였다. 첫 번째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전략(Universal Breadwinner Strategy)
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공적영역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스웨덴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으로는 적극적 우대조치, 직업훈
련, 공보육 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돌봄제공자 평등 전략(Caregiver 
Parity Strategy)은 양육수당과 양육 가산제도 등을 통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생계부양자돌봄제공자 전략
(Earner/Carer Strategy)은 육아휴직의 개인권리, 남성할당, 양육과 유급노동의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생계부양자와 돌봄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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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Korpi(2000)는 여성의 노동지원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맞벌이 지원형
(dual-earner), 일반가족지원형(general family support), 시장지향형
(market-oriented)모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여성의 유급/무급 노동지원에 
대한 전략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맞벌이 지원형 모델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 노동의 재분배를 지원하는 모형으로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부성휴가, 노인에 대한 홈헬퍼서비스 같은 정책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다. 일반가족지원형의 경우 전통적인 성별노동분업을 전제로 하면서 핵가족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모형을 말하며 3-6세 아동보육, 아동수당, 남
성생계부양자 가구 소득공제 등이 포함되었다. Fraser(1997)는 돌봄노동 급여기
준을 기준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보편적 생계부양
자모델, 동등돌봄제공자모델, 보편적 돌봄제공자모델로 구분하였다. 
 Leitner(2003)은 돌봄정책 유형화에 초점을 두고 탈젠더화, 성별화를 추가하여 
암묵적 가족주의, 명시적 가족주의, 탈가족주의, 성별화된 가족주의, 탈젠더화된 
가족주의로 구분하였다. 김수정(2004)은 젠더차원을 고려하여 가족지원체계의 방
향과 제도적 복지수준을 중심으로 강한 모성중심주의, 제도적 노동시장참여지원
형, 약한 모성중심주의, 잔여적 복지로 구분하였다. 송다영(2012)는 아동보육 부
문을 중심으로 Leitner(2003)의 분류기준을 서비스전달체계와 젠더체계로 재구성
하여 국가별 돌봄정책의 전개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표적 복지국가를 시장화기
반 탈가족주의/성별화 유형, 성별화된 선택적 가족주의 유형, 탈성별화된 선택적 
가족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돌봄정책이 탈성별화원칙, 공공성원칙, 성별노동-돌
봄 공유의 젠더관점이 결합될 때 정책적 효과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음을 보였
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둘러싼 탈상품화의 한계 및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남성생계모형은 지속가능성
이 떨어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개인, 특히 여성의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십년 간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에 대한 기회구조를 변화시켰다(Sjöberg, 2004). 전통적 성별분업에 따
른 이익은 감소한 반면 기회비용은 증가했으며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이익은 증
가해왔다(Norris, 1987). 출산율의 하락과 핵가족의 발달, 교육의 증가 등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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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장참여를 가속화 했고 이는 가정과 유급노동 사이에서 여성의 역할 갈
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가족정책은 특히 여성에게 유급노동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족정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여
성의 갈등은 감소하고 삶의 질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젠더관점의 복지국가 유형화는 전통적 복지국가가 다루지 못했던 젠더적 
차원에 주목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확대하여 이해하는 한편 남성생계부양 모델의 
유지 내지는 개인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사이에 위치한 현
실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 내에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
더관계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포착하고 현실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복지국가가 결코 젠더중립적이지 않
음을 알려준다 할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정책, 나아가 가족정책은 개인의 일과 
생활을 양립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아동이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사적 부문에서의 
역할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가족정
책의 주요 대상 및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
므로 가족정책의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욕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족정책의 효과

 다음에서는 가족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족정책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가족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정책의 연구경향 및 한계들을 확인한다.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분석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Harding, 1996; 윤홍식 외, 2010). 가족정책의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는 
Kamerman & Kahn(1978)은 가족정책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인구정책, 소득이
전정책, 주택, 의료정책, 보육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이민정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Bradshaw et al(1993)은 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와 조세, 주택, 교육 및 의료정책 
등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Gauthier(1996)은 아동수당, 가
족급여, 아동소득공제, 휴가정책, 보육정책, 아동에 대한 주택, 교육, 의료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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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족정책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정책을 보육, 휴
가 등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점을 두어 탈가족화 정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Korpi(2000)는 가족에 대한 조세급여, 돌봄과 관련된 휴가정책, 아동보육정책, 아
동수당 같은 급여정책으로 한정하였고 윤홍식(2007)은 가족정책을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이해하여 일·가정양립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가족정책을 일·가정양립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은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며 높아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돌
봄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Hantrais, 1999). 
 가족정책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의로 주택정책, 의료정책, 노동정책 등까지 가족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하나 휴가, 보육, 수당제도가 가족정책의 비교에 있어
서 가장 중심적인 분석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들 정책이 성역할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은지, 2008).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정책의 범위를 확인하고 국가별 정책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가족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돌봄의 공백으로 대변되는 신
사회위험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돌봄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
을 위한 시간 및 수입의 상실과 사회참여의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람
들의 가족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Kornrich and Eger(2016)은 돌봄을 필
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가족생활만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Glass et al(2016) 역시 아이가 있는 경우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가
족에 대한 지원이 아이가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행복도 차이를 줄
이고 있는 것을 밝히며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책 역시 사람들의 만족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가족정책의 확대는 
가족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을 늘려주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가족구성원 간 돌봄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개인의 기회구조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
족정책이 대가, 보상,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기회구조를 형성하여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보육서비스는 돌봄관련 무급노동시간을 
줄여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과 인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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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져오게 된다(Gornick and Meyes, 2003; Hook, 2006). 또한, 휴가정책 등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 역시 부모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이 실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접근 방법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개별정책을 중심으로 접근
하거나 정책을 지표화하거나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거나 정책지원형태에 따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개별정책 중심의 연구들은 개별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며 지표화 연구
들은 가족정책들의 수준을 지표화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영(2012)
의 경우 돌봄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돌봄서비스가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Gornick·Meyers(2003)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정책의 수
준을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정책수준의 정도를 측정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준으로 일원적으로 정책을 파악할 
경우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목표나 
지원방향이 다르더라도 지원수준이 유사하면 동일한 정책으로 파악하게 되어 국
가의 맥락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유형화 연구들을 살펴본다. 복지유형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은 
상이한 젠더 역할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가족정책의 경우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가족정책은 개별정책의 조합구조에 따라 국가 전체의 탈
가족화 및 가족화 등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레짐
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수준과 가족정책의 목표 및 방향은 차이를 보일 수 밖
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가 국가 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Korpi(2002). 
 윤승희(2014)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밝혔다. 
그녀는 돌봄체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 공적 가족화 
유형, 탈가족화·가족화 공사병행형, 사적가족화 유형, 사적 탈가족화 유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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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공적 탈가족화·가족화 유형은 공적 탈가족화, 가족화 수준이 상당히 높
은 국가들로 북유럽국가들이 해당하며 공적 가족화 유형은 정책적 지원 수준의 
방향성이 공적 탈가족화정책보다는 돌봄의 공적 가족화 정책에 대한 지원이 강하
게 나타나는 국가들로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해당한다. 돌봄 노동에 대한 권
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
는 단점과 누가 가족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탈
가족화·가족화 공사병행형은 돌봄 지원방식이 공적 방식과 사적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형태를 보이며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적 가족화 유형은 돌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높아 가족의 직접적인 돌봄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적 탈가족화 유형은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 가족화 정
책의 지원이 낮아 사적영역을 통해 돌봄을 해결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황은정·유희원(2014) 역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탈가족화·탈성별화 병행
형, 탈가족화집중형, 탈성별화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정책이 모두 발달한 국가에서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의 성과가 높은 것을 밝혔다. 
 가족정책의 유형에 따라 강조하는 지점과 구체적 정책수단 역시 다르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Gornick and Meyers(2003)는 Crompton(1999)의 분류에 따라 정
책의 강조점을 구분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female 
caregiver)은 부모와 아이의 시간을 강조한다. 이중소득자모델
(dual-earner/female part-time caregiver)은 부모와 아이의 시간 및 일/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며 이중소득/공적(시장)돌봄모델은 일/가정 균형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소득/이중돌봄 모델은 아동과의 시간, 일/가정
균형,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모두를 강조한다. 
 이러한 유형화적 접근은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
한, 유형화적 접근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족에 대한 개입에 대한 
개별적 효과를 일일이 다루는 것을 극복하여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정책 유형화연구들은 복지국가 수급권의 구조가 노동자
로서의 수급권에만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이 복지국가에 통합되
는 방식의 차이를 간과하고 복지국가의 성별분업에 대한 가정이 젠더관계에 미치
는 효과,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역할과 자원분배 체계로서 복지국가의 속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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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배제하는 한계를 극복한다(마경희·이재경, 2007). 
 그러나 유형화적 접근은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효과를 파악함에 있
어 복지체제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계층화 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가
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책도구보다는 정책 목표의 차원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개별 
정책도구의 독립적 효과를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형론적 접근은 각기 다른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하게 된다(Stickney・Konard, 2012). 즉, 어떠한 정책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적절한지 알려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보
다 구체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김사현, 2012; 류연규・김영미, 2012). 
 지금까지 가족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족정
책은 개별정책 혹은 유형화접근을 통하여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주
로 출산율, 여성취업률 등 경제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 가족정책의 궁극적 목적
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정책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접근은 가족정책이 추
구해야 할 방향의 수립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활용해야하는 가족정책의 
지원 유형별 정책도구의 독립적 효과를 밝히는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개별 정책도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서비
스, 시간의 지원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정책도구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도구들이 매커니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홍승아, 
2011; 송다영・정선영, 201; Kamerman and Khan, 1994). 이러한 정책들이 직접
적으로 정책들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관계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이러한 접근은 가족정책의 지원유형별 정책도구의 독립적 효과를 밝히고 이
론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류연규·김영미(2012)는 복지국가 성역할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정책을 현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성역할 인식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서비스 중심의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과 젠더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가족정책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족정책의 종류에 따라 개인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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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정책과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지원수단별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의 지원유형별 정책도구의 독립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은 정책수단과 가치관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정책은 가
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등의 정책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현금정책의 경우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원되
기도 하고 서비스를 대신하거나 시장에서 구매를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
다(류연규・김영미, 2012; Sipila et al., 2010). 따라서, 현금정책의 실시 양상, 
예컨대 비공식 돌봄의 지원, 부모의 선택권 강화, 개인 및 가족의 가용시간에 대
한 지원 등 목적에 따라 끼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적 어
려움이 있는 집단의 경우 가족관계 및 우울감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족생활만족
도가 낮음을(박종옥, 2019) 고려할 때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현금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족수당이 여성에게 지
급되어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경우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Lundberg, Pollak &Wales, 1997). 
그러나 현금정책은 가족에 대한 돌봄의 가치는 인정하나 가족의 돌봄 역할과 책
임은 지속시켜 돌봄부담의 경감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생활만족도는 떨어질 가
능성 역시 존재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돌봄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
하고 보상을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
에 묶어둠으로써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Jaumotte(2003)는 아
동수당은 소득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일제 고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육
에 대한 공공지출과 유급 육아휴직이 전일제 고용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밝히며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
간제 근로가 확산되는 것은 여성을 돌봄의 전담자로 재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이 사회적
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
을 포기하는 대신 가족 내 역할을 담당하면서 돌봄수당을 받는 쪽을 선택함으로
써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김혜경, 2006)하여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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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서비스 정책은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보육과 양육 등 돌봄을 사회화하여 여성들의 탈가족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윤홍식, 2006; 홍승아, 2011; 류연규・김영미, 2012; Kamerman・
Gabel, 2010). 돌봄의 제공은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유인
을 제공하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가족생활만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김준수・정준영, 2019). 또한, 보육서비스는 돌봄관련 무급노동시간을 줄여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과 인지 발달 등을 
가져오게 된다(Gornick and Meyes, 2003; Hook, 2006). 반면, 서비스의 부족은 
이러한 유인들을 제한하여 여성들의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Kotsadam(2011)은 북유럽, 중부유럽, 남유럽 3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비공식 노
인 돌봄 노동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 결과 비공식돌봄 제공은 여성
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적절한 아동보육서비스의 부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물로 작용함을 밝
힌바 있다(Jaumotte, 2003; Bick,2011). 또한, 서비스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점(류연규・김영미, 2012)을 고려할 
때,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여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여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간지원정책은 모성휴가, 출산휴가, 부성휴가 등의 정책을 말한다. 휴가정책 등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 역시 부모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도록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또한, 시간정책은 출산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
시키게 된다. 그러나 시간정책이 너무 짧거나 길면 의도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
하고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Rosen・Sunderstrom (2002)은 관대한 시간정책이 여성의 장기적인 시장임금을 
감소시키며 가족화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Stickney・
Konaed(2012) 역시 시간정책이 너무 짧거나 길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
다. Hook(2006)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가족정책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수
준에서는 결혼여부, 노동시간, 취업여부, 교육수준이 국가수준에서는 여성유급노
동시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성유급노동시간, 육아휴직기간과 남성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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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아동과 상호작용하여 남성의 가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가족정
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제3절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

 가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은기수, 2009)을 의미하는 가
족가치는 개인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환경이 가족임을 고려할 때 
한 개인에게 있어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다양한 가치관 중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가족의 형성과 유지는 물론 개
인의 삶의 방식과 행위의 준거 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주요한 신념
체계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김혜영 외, 
2012).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 의식에 대한 분석은 복지국가 재편과 가족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 중요성을 갖지만 가족가치가 갖는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가족가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족가치의 영향보다는 가족가치
의 변화, 혹은 가족가치의 하위차원별 특징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
며, 많은 복지국가 비교연구들은 국가 간 제도와 제도의 구성 및 배열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해오며 가치 등 문화적 요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다(Pfau-Effinger, 2005). 예를 들어 가족가치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가치는 성역할, 이혼, 자녀 양육, 부모부양, 가족주의, 
효의식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가족주의, 자녀관, 노후
관, 여성관, 결혼관, 성역할태도, 부모부양의식 등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척도
화가 시도되고 있다(옥선화, 1986; 박혜인, 1990; 김혜영, 2001; 정옥분 외, 
2007; 안승재 외, 2018).
 가족과 관련된 가치와 의식이 여러 제도에 배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가족주의 특히 전통적 가족가
치관, 성역할 평등가치관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sping-Anderson, 1999; Geist, 2005; McDonald, 2002; Pfau-Effinger, 
2005). 전통적 가족가치가 높을수록 가족 내의 평등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출산도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젠더역할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양성평등수준
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배우자 만족이나 출산수준이 높아 가족가치에 따라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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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McDonald, 2002; Billari, 
2008; Geist, 2005; 계봉오·김영미, 2016; 손승영, 2005).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주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는 가족정책과 가족가치가 사회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
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다음에서는 성역할인식과 가족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전통적가치관과 평등적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본다. 

1. 성역할의식 

 성역할의식은 성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로 ‘가정 및 사
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신념’을 말한다(류연규·김영미, 2012; Stickney·Konard, 2012). 성역할
의식의 변화는 다음의 몇 가지 이론들로 살벼볼 수 있다. 먼저, Brooks & 
Bolzendahl(2004)은 세대교체론(cohort replacement theory) 사회구조론(social 
structural theory), 이데올로기적 학습론(ideological learning)으로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즉, 경험이 다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 가족내 지위, 불평등한 지
위 등 사회구조, 일종의 신념체계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성역할의식이 변한다
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성역할의식은 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사회제도들의 형성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며 기존체제를 강화
시키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의 성역할의식은 그 사회의 성평등 양상
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이는 다시 가족정책과 새로운 가치와 성
과를 창출하여 사회구성원 전반의 선호나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조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김사현, 2012; Wendt et al., 
2011). 다중상태평형이론 역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다중상태평형이론은 확산이론에 따라 규범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Esping-Anderson & Billari, 2015). 다중상태 평형이론에 따르
면 사람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규범에 맞추어 행
동하게 된다.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이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안정적 상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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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 된다. 그러나 외부적 충격이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규범과 다른 규범이 나
타나게 되면 규범의 혼란 등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기존의 규범을 따르게 
되는 다수의 전통적인 집단과 새로운 규범을 따르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규범
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갈등 및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선호실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안은 
전통적 집단이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거나 새로운 집단이 소멸하는 경우 해소되게 
된다. 다시 말해,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새로운 규범이 나타나고 집단에 확산되며 
불안정한 균형상태를 거쳐 새로운 안정적 균형을 이루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
복적으로 일어나며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 변화하게되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다수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여성들의 교육기회의 확대,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 등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에 균열을 가져오고 평등적인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집단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지며 평등주의적인 태도
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증가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집
단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집단과의 격차가 증가하게 되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상태를 지니게 되며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지속적으
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집단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 변화하
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안정적인 상태에 도
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갈등의 해소는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성 역할이론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상대방과 자신에 대해 
적용하는 성 역할관이란 각 성에게 적합한 행동인지를 규정하는 경계의 체계이다. 
전통적으로 산업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돌봄과 가사의 주체로 인
식되어 남성은 집밖의 일을, 여성은 집안의 일을 담당한다는 성역할 인식이 강하
게 이어져왔다(Konard & Harris, 2002). 그러나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더 이
상 특별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여성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된 분
위기에서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남성은 재정적 부양자, 여성은 가정 책임자로 규정된 
전통적인 전형화(stereotyping)는 아직까지 성역할 인식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
리잡고 있다. 여성의 위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적인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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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형화는 해당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역할 인식에 따라 가족 내에서 남편 혹은 부인의 영향력은 다르게 평
가되고 상대방에 대해 다른 기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성역할관은 가족생활만족
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별 구성원의 성역할의식은 보수성과 진보성으로 구성되는 연속선 상에서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화된 성역할의식이라는 사회적 맥락에 개인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개인의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것이고 개인 스스로도 영
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개별 성원의 성역할의식에 따라 가족
의 의사결정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Cunningham & Green, 1974). 전통
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가정에 비해 현대적 성역할 인식을 갖는 가정에서는 가
족 구성원들 사이에 보다 평등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에 따른 역할이 
보다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성역할의식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보다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신분이 높
은 집단에서 보다 현대적 성역할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알려져 
있다(Filiatrault・Ritchie, 1980). 또한, 성역할의식은 행위자 스스로의 개념, 믿
음,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과정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사회적
으로 구성된다(Zvonkovis et al., 1996). 이에 따라 성역할의식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맥락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성에 따른 경계가 개인의 사회
적 역할과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는 동적인 과정에 있다고 할 때, 경제
적 조건이나 성역할 인식 자체의 영향력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나치게 단
순하다 할 것이다. 의사 결정과정과 맥락에 따라 가치관이나 자원의 의미가 다르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Godwin・Scanzoni, 1989).
 성역할의식은 주관적인 신념의 체계이기도 하지만 가정 내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실제 생활에 나타난다. 가정 내 역할분담에서 성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영역은 가정에서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획기
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Coverman・Sheley, 1986). Perrucci et al(1978)은 성
역할의식이 가사노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 바 있으며, 선행연구
들에서는 가정에서의 노동의 배분은 상호 간의 협의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별이데올로기 등 문화적 변수의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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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양성평등 및 젠더역할가치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양성평등적이고 자유로
운 젠더역할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족 내 노동분배나 행복, 출산 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DeMaris and Longmore, 1996; Ross, 1987; 
Blair and Lichter, 1991; Kamo, 1994; Baxter, 1997; Geist, 2005; Crompton, 
2006). DeMaris and Longmore(1996)는 남편과 아내 가사일의 공평성정도에 대
한 분석을 통해 남편의 인식에 있어 남편이 성별 역할에 대하여 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여성의 가사노동을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으며 가사노동참여가 
높을수록 그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아내 인식의 경우에도 남편의 
분담이 높을수록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밝혀 평등한 분담이 
가정 내의 평등수준을 높여지고 있음을 밝혔다. Ross(1987) 역시 남편과 아내의 
가치와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편의 경우 성평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높음을 밝혔다. 가정 내에서의 변화는 여성의 취업에서 시
작하지만 남성의 변화가 없으면 여성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lair and Lichter(1991)은 젠더역할 이데올로기와 가족역할 이데올로기가 높을
수록 가사노동의 배분에서 배우자간 시간차이가 커짐을 밝혔으며 여전히 가정 내
에서 가사노동의 배분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Kamo(1994)는 개인
의 관점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대적 가사노동 분배에 남편과 아내의 전통적 젠더 역
할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아내의 고용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Baxter(1997)는 노동시간의 배분이 단순히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 기회 등 사회적 젠더를 만들어내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
조하며 남성과 여성의 가사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진 여
성이 보수적인 젠더 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보다 가사노동을 적게 하고 있었고 남
성의 경우 성평등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보다 
가사노동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Bianchi et al.(2000) 역시 미국의 경우 60년대 
이후로 여성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가사노
동시간 감소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격차에 가용시간과 상대자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의 성
별격차에 성별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남편의 성별역할
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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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기술의 발달로 전반적인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있으
나 성별편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으며 보수주의국가에서 여성가사노동시
간이 가장 긴 것을 밝혔다(Geist, 2005). Crompton(2006) 역시 자유주의국가들
에서는 외부의 지원, 다시 말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참
여가 높았다. 반면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가사
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역할태도가 자유로우며 정부 역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자유로운 성
별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덜 전통적이며 일-가정 갈등도 낮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는 행복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미(2014)는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의 시간사용조사자료
를 활용하여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성역할규
범이 평등할수록 남성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족책임의식

 가족책임의식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가족책임의식은 복지와 관련하여 개
별 시민의 경제적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을 
의미한다(Esping-Anderson, 1999). 가족책임의식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공적 복지체제를 대신해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가족책임의식은 복지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가족원에 대한 1차적 돌봄 책임을 담당하지 않
는 사회는 없어 해당 사회가 가족 간의 돌봄 제공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7). 그러나 가족책임의식이 발현되는 양
식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돌봄 영역에서 공적 개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족
책임의식가 한 사회의 습속으로 존재하는 한 해당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은 가족
책임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족책임의식이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

7) Esping-Anderson은 탈가족화를 최대한의 복지의무를 가족에게 부과하려는 가족주의에 
대응하여 사용한 것으로 가족의 복지책임을 덜고 가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의존을 경감
시키는 복지국가의 정책으로 인식하였다(김지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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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에 남아있는 가족책임의식가 돌봄 제
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복지국가 이념의 배후에 존재하는 가족
책임의식은 시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족이 가족구성
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Leon, 2002; 전혜성, 
2016). 가족책임의식은 복지국가가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이 복지를 책임지게 되
는 상황이라면 가족정책의 확대는 가족에게 의존하던 복지도 약화되고 가족책임
의식도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복지가 확대되어도 여전히 복지에 책
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복지
국가 재편과정에서 가족개호에서 사회적 개호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었으
나 여전히 여성은 보조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
려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김지미, 2010). 
 이러한 가족책임의식은 개별복지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Leitner는 이를 유형화를 통하여 잘 보여주었다. Leitner(2003)는 복지국가를 가
족책임의식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정도 및 가족 돌봄에 대
한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에 따라 명시적가족책임주의, 암묵적 가족책임주의, 선택
적 가족책임주의, 탈가족책임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 특성이 젠더평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유형의 특
징과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명시적 가족주의는 자녀돌봄에 있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명시적이며 강한 가족화 지향성을 지니며 돌봄 
공급은 부족하며 엄마의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이 돌봄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
게 되어 전통적 성별분업젠더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선택적 가족주의는 자녀돌봄
에 대한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며 폭넓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시
적 가족주의와 달리 가족이 돌보지 않을 권리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돌봄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젠더 평등에 기여한다. 암묵적 가족책임주의는 공식
적으로 돌봄 또는 탈가족화를 지원하지 않아 돌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가족은 
암묵적으로 일차 돌봄 책임자가 된다. 공공 보육 시설이 부족하며 육아휴직에 대
한 대체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명시적으로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나 암묵적
으로 여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여 전통적 가족가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지닌다. 
탈가족주의는 가족화수준은 낮으나 탈가족화수준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공 보
육서비스는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으나 육아 휴직 급여는 약한 특징을 보여 돌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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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기보다는 돌봄책임의 경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탈가족주의 국가들의 정
책들 역시 젠더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공공보육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여
성노동시장참여에 우호적인 노동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정정도 젠더 평등에 기여
한다. Wood(2006) 역시 가족책임의식에 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가족책임의
식을 탈가족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가족책임의식은 복지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것을 밝히며 해당 사회가 가족 간의 돌봄 제공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
는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윤홍식(2012) 역시 가족책임의식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Leitner(2003)과 같은 분류들은 
구체적인 구현방향, 즉 공적/사적 추구에 따라 계층화 등 상반된 결과를 포착하는데 
한계를 보이므로 가족책임의식의 발현을 가족화, 탈가족화와 공적·사적 책임에 따라 6
개 유형8)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책임주
의가 발현되는 현상은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가족책임의식이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로 인하여 공적지원의 확대를 제공하여도 불평등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제4절 가족정책과 가치관

 정책은 그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연관된 가치와 뗄 수 없다. 정책과 가치
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방향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9).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8) 6개 유형은 가족화우선형(공적),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공적), 탈가족화우선형(공적), 
가족화우선형(사적),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사적), 탈가족화우선형(사적)으로 각각의 
대표적인 국가들로 가족화우선형(공적)은 독일, 탈가족화가족화병행형(공적)은 프랑스, 
탈가족화우선형(공적)은 덴마크, 가족화우선형(사적)의 경우 그리스, 탈가족화가족화병
행형(사적)은 이탈리아, 탈가족화우선형(사적)으로 미국을 꼽았다.

9)  정치학에서는 정책은 여론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는 의견과 정책이 여론을 형성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Page and Shapiro(1983)은 정책의 변화로 인한 여론의 변
화보다는 여론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Svallfors(2010) 역시 태도, 기대, 도덕적 믿음은 개인수준에서 정책선호가 정책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태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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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구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Kangas, Rostgaard, 2007). 그러나 Hakim(2000)은 여성의 고용을 설명함에 
있어 가치(태도)요소가 구조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고 
Jaeger(2006)도 이데올로기접근과 합리적접근의 검증을 통해 제도뿐만 아니라 가
치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고 Kandgas와 Rostgaard(2007) 역시 선호와 기회구
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의식과 제도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가족과 관련된 가부장주의, 젠더역할 등과 관련된 가치와 의식이 여러 
제도에 배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가족과 관
련된 가치가 가족정책의 형성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할 것이
다. 그러나 가치관이 가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최근 가족정책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Sjöberg, 2004; Ferrarini, 2006; 김영미, 2012; 김영미·류연규, 2013, 2016; 김
사현, 2014).
  이러한 연구들은 ISSP자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정책, 특히 일가
족양립정책이 성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Ferrarini(2006)는 ISSP 가족모듈을 사용하여 여성일의 결과, 젠더역할, 일가정갈
등문항을 이용하여 맞벌이지원정책중심의 국가가 일가정갈등이 감소할지 일반가
정지원정책중심의 국가가 이중부담으로 인한 일가정갈등을 심화시킬지 분석하였
다. 그는 Korpi(2000)의 분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맞벌이중심의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데 동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젠더역할 구분에 대한 동의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정지원중심의 국
가들은 맞벌이지원중심국가에 비하여 여성의 노동에 대한 태도나 젠더역할 구분
이 보다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맞벌이지원중심의 국
가가 일가정 갈등이 낮고 일반가정지원중심의 국가들이 일가정갈등이 높음을 확
인하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가족정책의 영향이 태도나 의식 및 일가정갈등에 영향을 보여주었으나 정
확한 인과관계를 밝혔다기 보다는 국가유형별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의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후의 연구들은 가
족정책과 태도, 의식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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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öberg(2004)는 태도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없음을 지적하며 가족정책
이 성별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가족정책이 사회에 적
절한 성별 역할을 알려주고 개인 특히 여성의 기회구조를 형성하게 됨을 인정하
고 가족정책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는 가족정책을 
Korpi(2000)의 기준에 따라 일반가족을 위한 정책과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으
로 구분하여 여성노동참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가족을 위한 정책은 여성노동참여에 부정적인 반면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정책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가족정책이 가정과 일에서의 젠더
역할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여 일을 하면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됨을 주장하였다.
 김영미(2012)는 여성의 노동패턴과 가구 내 노동분업 패턴에 대한 연구들이 구
체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책
의 영향의 분석에 있어 개인의 태도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더미나 체제를 통해 제도의 차이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제도가 개인의 인식에 미치는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찾아내기 어렵
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들을 활용하여 성역할 태도를 분석하였다. 성역할의식은 
ISSP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가족정책은 주성분분석결과 맞벌이 지원정책과 
일반가족지원정책으로 구분되었다.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성역할의식, 여성취업의 
결과에 대한 태도,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개인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국가수준에서는 맞벌이 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할의식이 다를 수 있
음을 밝혔다. 
 김영미・류연규(2013)는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의식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
여 스웨덴, 독일, 한국의 ISS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Lewis(1992)와 Korpi(2000)의 분류를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한 생계부양자, 이인
소득자지원모델에 속하고 독일은 강한 생계부양자모델, 일반가족지원모델에 한국
은 남성생계자부양모델, 시장중심을 나타내는 대표국가로 선정하여 성역할의식10)

10) 성역할의식은 ISSP(2002)와 한국종합사회조사(2003)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 취
학 전 아동은 아동의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일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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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의 성역할 태도 점수가 가장 높고 한국은 낮은 수
준을 보였으며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성별격차가 유의미하였던 반면 한국은 남성
과 여성 모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으며 국가별로 성역할 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나 레짐별 특성에 따라 성역할의
식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이들 연구는 가족정책의 제도적인 요인이 젠더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정책의 효과와 정책수단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족정책의 유형 및 레짐에 따른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외에도 
가족정책의 수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김사현(2014)은 유형론적 
접근이 정책도구의 독립적인 효과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구조의 문
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현금, 시간, 서비
스 정책으로 나누어 집단 간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구
체적으로 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
다. 구체적으로 보육 및 양육을 탈가족화하여 가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역할분리를 최소화시켜 평등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
어 서비스 정책은 비교적 명확하게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현금
정책과 시간정책은 일면적이지 않음을 지적한다. 현금정책은 서비스를 대신해서 
제공되는 것인지 가정내 돌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현금정책은 일반적으로 남성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정내 성별노
동분업을 유지하기도 하고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 고용에 변화를 주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강화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는 일면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정책도 성역할분리를 
완화시키도 하고 돌봄을 여성에게 부여하여 여성의 시장임금을 감소시켜 노동시
장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성역할 분리를 강화하게 하기도 하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에 가족정책을 현금정책, 시간정책, 서비스정책으로 나누어 성역할의식
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서비스정책이 성역할의식에 영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다. 4. 전업주부
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5.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의 5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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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서비스정책은 여성이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여 기존의 성역할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족정
책의 영향이 지원유형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원유형별 가족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책의 지향과 
목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김영미・류연규(2016)는 남성의 성역할의식이 성별 불평등에 더욱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수 있고 일가족양립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의 성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개인적 요인 외에 근대화요
인, 성평등요인, 일·가정양립지원요인의 국가수준변수가 남성의 성역할의식에 미
치는 영향을 다층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일·가정양립지원요인의 영향을 확인하
였다. 모형 간 유의한 영향요인은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보육과 부성휴가 수준
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에서 보다 성평등한 역할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나 가족정책은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보육과 부성휴가지원에 한정하여 다양
한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가족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가족정책과 가치관과의 영향을 종합해보면 가족책임주의, 성별분업, 양성평등 등 
가치관은 사람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책에 배태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갈등을 일으키거나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한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을 잘 반영한 정책은 정책이 의도한 바를 실행시키기 더 쉬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많은 연구들이 제도 내에 내재하고 있는 가
족주의의 영향을 경계하고는 있으나 양성평등을 제외하고는 실제 가치관이 제도 
및 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제5절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실증연구

 
 가족생활만족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중 하나이다
(Kornrich·Edgar, 2016). 가족생활만족도란 가족구성원이 가족과의 관계와 생활
을 통해서 느끼는 개인적・주관적 만족감(임정빈, 1988; 정둘순・김예솔, 2014)
으로 이해되고 있다. 가족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생활하게 되는 최소의 사회적 
단위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기본적 사회단위이다. 사람들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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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경험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개인
의 삶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행복,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은경・정혜정, 2009; 조중열・조금숙, 2004; 박종민・김
서용, 2002). 즉,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은 결혼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적응력, 
가족의 의사소통 등 가족의 기능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구혜경・유
영달, 2008; 박종옥, 2019; Poff et al., 2010; Zabriskie・Ward, 2013). 따라서 
이를 측정한 가족생활만족도는 개인의 행복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것이다(고정자・김갑숙, 1999; 김승권 외, 2008, 손정연・한
경혜, 2012; 한형수, 2004). 실제로 가족생활만족도는 개인 자아개념의 형성, 타
인에 대한 신뢰나 믿음, 편견, 차별의식, 생활만족도, 정신건강, 건강, 수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Gottman, 2000; 
Kornrich et al., 2013; 박명순 외, 2013; 오명란・김경산, 2015; 조광덕・김중백, 
2016, 김민호, 1994; 허정철, 2008; 이삼연, 2002).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관계적 요인 등 개인
적인 요인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Meredith et al.,1986; Carlson・Karmar, 
2000; Karatepe・Uludag, 2008; Nan et al.,2013; 윤지은・전혜정, 2009; 이재경・
이은아, 2003;김영태・조당호, 2012; 문필동・이정화, 2016; 임연옥 외, 2016).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을 꼽고 있
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 등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은 생애발달단계 효과와 출생집단 효과를 포괄할 수 있는 변수로 이에 따른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이재경・이은아, 2003). 교육수준 역시 가족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은 가족생활에 필요한 심
리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결
혼만족도 간 정의 관계(고정자・김갑숙, 1999; 김길현・하규수, 2012; 박은옥, 
2001; 박종서・이지혜, 2014)를 보고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생활만
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할 것이다. 박종서・이지혜(2014)는 전국출산력 및 가
족보건복지실태조사(2012)자료를 활용하여 부부만족도와 자녀만족도를 가족생활
만족도로 정의하고 특징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바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녀만족도의 경우 전반
적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기대충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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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 좋은 가
족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며 전통적 가족규범을 둘러싼 갈등요인이 가족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였다. Nan et al.(2013)은 홍콩의 가족건강연구에
서 가족생활만족도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문필동・
이정화(2016)은 장애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경제활동과 건강상
태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최은정 외(2015)는 저소
득층 밀집지역 가정의 가족관계가 정신건강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을 밝혔다. 윤지은・전혜정(2009)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과
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가족관계만족도를 활용한 결과 취업상태가 소득 및 
가족관계만족도를 높이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가족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지원은 가족생활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Michel et al., 2011, 임현주・이대균, 2012). Berry and Williams(1987)는 
경제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배우자 만족도가 남편과 아내 모두 삶의 질을 증가시
키는 것을 밝혔다. 이은희(2000)는 부인의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지각과 가사
분배에 대한 불만이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
활만족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와 유사하게 손영빈・최은영
(2009)는 배우자 지원으로서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을수록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이 
가능하며 부부만족도가 증가하여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 박
영화・고재홍(2005)은 부부간 건설적 대화가 많을수록, 비난을 하지 않거나 공격
적이지 않을수록 대화를 회피하지 않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발
견하여 부부가 갈등 시 활용하는 의사소통방식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부부갈등
이 가족생활만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바 있고(임현주・이대균, 2012), 
이현지·이금자(2008) 역시 생활의 질에 배우자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 
 최근 국가별 맥락과 가족정책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다른 환경과 인센티브를 만
들어내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Greenstein, 2009; Hook, 2006). Hook(2006)은 
남성의 돌봄노동시간은 여성의 고용, 육아휴직 기간, 부성휴가가능성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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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밝힌 바 있다. Greenstein(2009)는 성별간 평등한 국가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가족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의 분배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가족생활과 관련된 규범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Kornrich·Edgar, 
2016). Glass et al. (2016)은 자녀양육과 행복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
녀양육을 하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하여 거시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ESS(European social 
Surveys)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양
육으로 인한 행복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가족정책이 이
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Gaglawat et al. (2019)의 경우 일-가정양립
정책같은 일자리에서의 지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생활만족도가 부분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희정은 정신
보건서비스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수연·김효선(2007)은 유연근무
제가 일가족만족을 높이며 성형평문화가 이를 부분매개함을 밝힌바 있다.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생활만족도는 가족유대감이나 가족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등 삶의 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족정책연구와 가족생활만족도 연구가 분리되어 국가의 공식적 정
책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정책과 가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Kornrich and Eger(2016)은 가족생활 맥락
연구에서 전통적 성별이데올로기와 남녀성별분업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육아휴직제도가 길수록 남성의 삶의 질
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통적 성별이데올로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
동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별이데올로기, 육아휴직만을 분석에 포함
하여 가족가치와 가족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분리경향으로 인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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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Doss et al. 
2009; Lawrence et al., 2008; Umberson et al., 2005)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가족정책이나 국가 맥락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거
시적 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은 가족생활만족도 보다는 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집중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연구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족생활만족도와 관
련된 요인을 개인의 특성과 생활환경 측면에서만 개념화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Noll, 2004). 최근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대노력들
이 나타나고 있다. 강민재 외(2017)의 경우 가족친화제도가 일-가정의 긍정전이
가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밝혀 제도적 요인이 가족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회의 특성이나 
제도에 대한 차원의 요인들 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어 개인의 가치관
과 제도적 요인에 대한 접근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
용될 수 있는 모델의 형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가족관계11)를 설명하는
데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시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국가의 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으나 젠더적 관점의 통합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1) 가족관계는 가족 간 사이에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포함하는 가족행
동의 총체임과 동시에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을 나타낸다(양옥경, 2010). 이러한 가족관
계에서 가족구성원이 느끼게 되는 전반적 만족수준이 가족(관계)만족도(박용운, 이태
숙, 2010)이며 이는 가족유대감이나 가족지지에 대한 총괄적 평가라 할 수 있다할 것
이다(임연옥 외, 2016). 가족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삶의 질 및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삶의 만족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김동
배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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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개인의 가치관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연계를 확인하기 위
하여 국가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료도 국가
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신뢰성있는 표준화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신뢰성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자료와 OECD Social Expenditure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가족정책, 가치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가치관을 신뢰성있게 조사한 개인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개인의 가치
관을 조사한 데이터로는 world value survey(WVS), ISSP, Eurobarometer(EB), 
European Social Survey(ESS) 등이 있다. WVS는 한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의 
삶에 대한 인식, 환경, 일, 가족, 정치 및 사회, 종교 및 도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였으나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을 확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EB, ESS자료의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조사로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
고 가족에 대한 가치를 폭넓게 확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SP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SSP는 세계 각국 
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윤리적 가치 등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데이
터로 한국을 포함한 약 45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SS, EB 등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국가를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SSP자료는 각 국가
의 설문구조나 변수측정, 코딩 수준을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어 개별국가의 미시 
데이터들을 결합하는 것보다 변수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특히, ISSP가 조사하고 있는 11개 모듈 중 ‘가족과 성역할변화모듈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은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이 가족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역할의식 등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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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치관의 측정 및 평가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료로 ISSP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2012)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개인과 국가수준의 2수준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분석대상국
가는 ISSP에 속해 있는 국가 중 가족정책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국가들을 중심으
로 선정되었다. ISSP 1~3차 가족모듈자료에서는 가족책임수준을 측정할 수 없어 
가족책임관, 성역할의식 등 가치관의 측정가능성과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이 모두 
가능한 4차 모듈로 한정하였다. 
 ISSP 4차 조사대상국가 중 가족생활만족도 및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조사되지 
않은 국가와 결측치가 많은 국가를 제외하고 22개국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
본,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정책의 대상을 고려하여 20-45세 의 성인인구를 대상
으로 한다. 

구분 2012
1 Australia
2 Austria
3 Belgium
4 Chile
5 Denmark
6 Germany
7 Finland
8 France
9 Iceland
10 Ireland

<표 3-1>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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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개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1수준(개인수준)의 
가족생활만족도를 활용한다. 가족은 가족생활의 질 및 삶의 질과 관련이 높으며 
가족생활만족도는 이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가족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받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생
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생활의 질(quality of family life), 결혼생활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가족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가족생활과 
관련된 행복에 대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다(Booth・Van Ours, 2008; Lu・Lin, 
1998; Rogers・White, 1998). 이렇게 가족생활만족도는 좁은 의미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로, 넓은 의미로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되고 있다. 다
시 말해, 가족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차원에서 주관적 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다면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가족행복의 개념,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은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Zabraskie・Ward, 

11 Israel
12 Japan
13 Korea　
14 Latvia
15 Mexico
16 Netherland
17 Norway
18 Portugal 
19 Sweden
20 Switzerland
21 Great Britain
22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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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은 1970년대 가족생활 질문지(Family life Questionnaire)
에서 ‘가족생활의 조화, 만족’이 포함되며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
들이 출현하였다(Zabraskie・Ward, 2013).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가족의 행복, 가족생활만족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가족생활만족도의 
정의에 따라 대체로 주관적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측면도 구체
적 측정 방식에 따라 인지적 측면의 측정, 정의적 측면의 측정, 전반적 측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지적 측면의 측정 연구들은 가족생활의 영역들에 대한 개별적인 만족감
이나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기초로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삶의 질, 행복의 측정에서 활용되어 온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지적 측정의 경우 
가족생활 각 영역의 질이나 만족을 측정하는 것은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경우 가족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중요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 요소들에 대한 충족 정도를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Olson・Wilson(1982)의 가족생활만족척도(Family satisfaction 
Scale), Olson et al.(1989)의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Epstein et al.(1983)의 FAD(Family Assessment 
Device), Barbarin(1996)의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를 들 수 있고 국내에
서도 이를 활용하여 가족건강성척도(유영주, 2004; 정영금 등, 2010) 등의 측정
척도들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12)의 경우 짧은 기간에 가족과 관련된 표준도구
로 자리잡았으며, 가족기능으로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을 선정하여 측정하고 
있다. FAD는 가족체계의 Macmaster 모델에 기초하여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
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 전반적 기능 등의 하위영역별로 가족체계를 측정하
고 있다(Epstein et al., 1983).
 국내의 경우 유영주(2004)는 가족건강성측정에 있어 가족원에 대한 존중, 감사
와 애정, 정서, 긍정적 의사소통, 유대의식, 가치관과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

12) FACES IV는 ‘Family members are involved in each other’s life’, ‘Our family ties 
new ways of dealing with problems’ 등 62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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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을 활용하였다. 박민자(2006)은 가족행복
의 요소를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지적 요소와 행동경향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지적 요소로는 건강, 경제력, 가족원간의 신뢰, 이해, 인정, 존중을 
행동경향적 요소로는 대화, 사랑의 표현, 공통 활동, 교류(친구, 이웃), 가사노동 
분담 등을 꼽았다. 박민자・김종숙(2009) 역시 행복한 가족에 가족요소를 기본조
건, 가족관계적 요소, 공동체문화영역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승권(2013)은 가족행복의 요소로 가족건강, 가족안정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조은숙(2016)은 가족행복지수를 가족행복정서척도와 가족생
활만족척도로 두 하위척도로 구성하여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측정방식의 경우 
하위요소의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생활만족도 하
위요소의 선정에 있어 먼저,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
하고 있다. 즉,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 비교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복의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신념을 살펴보아도 미국 등 북미
국가에서는 개인적 요소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정치적 여건이 더 중요하게 
언급(Chiasson et al., 1996)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안정, 건강, 역
할 수행 등과 같은 가족 삶의 기본 토대가 가족체계의 건강성과 행복에 있어 다
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조은숙, 2016) 문화적 
차이에 따른 비교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측정
은 대부분 하위요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는 각 영역에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도가 다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측정에서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 측정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측정 방법은 하위 측정도구에 객관적 요인이 포
함된 경우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구
재선・서은국, 2011)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생활만족도의 정의적 측정 방식을 살펴본다. 정의적 방식이란 측정 
당시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정도로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긍정적 정서
의 빈도가 많고 강하고 부정적 정서의 빈도가 적고 약하면 가족생활만족도가 높
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정의적 방식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측정 당시의 
정서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가족생활만족도를 측정한다. 정의적 측정방식은 앞서 
살펴본 인지적 측정보다 사용빈도는 적은 상황이다. 정의적 측면을 통해 가족생활



50

만족도를 측정한 예로는 Barraca et al.(2000)의 가족생활만족도 척도(Family 
Satisfaction by Adjective Scale: FSAS)를 살펴볼 수 있다. 
 가족생활만족도 척도는 가족생활만족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대체
로 … 게 느낀다’는 지시문에 대하여 제시된 27개의 감정의 정도로 측정13)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순간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가족생활만족정도를 
측정하므로 정서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가변적인 것을 고려할 때, 측정치가 그 
사람의 가족생활만족의 정도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서 어휘들의 경우 아시아 지역 등 동양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서양적 정서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고 정밀한 타당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구재선・서은
국, 2011). 
 마지막으로 전반적 측정 방법을 살펴본다. 전반적 측정은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
에 있어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앞서 제시한 두 가
지 측정방법과 달리 1-2개의 소수 문항으로 가족생활의 만족에 대하여 전반적 
측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반적 측정방식은 동일한 가중치 부여로 
발생하는 인지적 방식의 문제점과 순간의 감정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도
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나는 나의 가족생활에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한 리커
트형 척도로 전반적 만족도를 확인한다. 
 Zabriskie・Ward(2013)의 가족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Family 

13) 가족생활만족도척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다. 

 조사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happy(unhappy), alone(accompanied), cheerful(miserable), 
consoled(disconsolate), understood(misunderstood), tranquil(disturbed), 
discontented(contented), insecure(secure), pleased(displeased), 
satisfied(dissatisfied), inhibited(at ease), discouraged(encouraged), 
censured(supported), uncomfortable(comfortable), harassed(relieved), not 
respected(respected), relaxed(tense), excluded(involved), agitated(serene), 
calm(nervous), attacked(protected), joyful(sad), free(weighed down), 
appreciated(not appreciated), not close(close), stimulated(repressed), bad(well)이
다.

When I an at hoem, with my family, I mostly feel …
totally quite to some 

extent
to some 

extent quite totally

happy un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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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WFL)나 캔자스 가족생활만족척도(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Questionaire)가 이러한 척도에 속한다 할 것이다. 가족생활만족척도는 영역이 아
닌 5개의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14)을 통해 가족생활만족도를 질문함으로 
인지적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캔자스 가족생활만족척도 역시 4문항을 
활용하여 가족의 특정관계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도 전반적 가족생활만족척도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양순미, 
2007; 박명순 외, 2013, 정순둘・정주희, 2014; 박종옥, 2019). 양순미(2007)의 
경우 가정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행복의 정도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단일 문항으
로 측정한 바 있으며 박명순 외(2013) 역시 단일 문항으로 가족생활만족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정순둘・정주희(2014)는 전반적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서의 만
족도를 4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 바 있다.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은 특정 기준없이 전반적인 행복을 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낙관성이나 긍정성 등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은 아동, 청소년, 어른, 노인에게 모두 쉽
게 측정이 가능하여 쉽게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가족생활만족도의 좁은 정
의를 극복할 수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전반적인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
은 응답자의 긍정지향성을 포함한 인성 특성이 깊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이 처한 문화적 맥락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주관
적이면서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의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조은숙, 
2016).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가족은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복합
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다. 인지적 측정방법의 경우 하위영역의 선택과 가중치의 문제에 
따른 편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각국의 문화적 특징들에 영향을 받아 비교

14) 다섯 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1) In most ways my family life is close to ideal.
2) The conditions of my family life are excellent.
3) I am satisfied with my family life.
4)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my family life. 
5) If I could live my famil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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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정의적 측정방법 역시 활용되는 언어의 선택에 있어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보편적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 선택의 어려움과 타
당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긴 문항으로 인한 실용성도 지적받고 있
는 실정이다. 전반적 측정의 방법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단
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세대를 망라하여 쉽게 사용가능하고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만족도로 좁게 이해되어 온 가족생활만족도의 한계
를 극복하고 여러 국가들의 가족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각 국가의 가족이 
처한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족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SSP에서는 가족 삶에 
대한 만족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family life?’ 질문을 7점 척도
(Completely satisfied-Very satisfied-Fairly satisfied-Neither satisfied or 
dissatisfied-Fairly dissatisfied-Very dissatisfied-Completely dissatisfied)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가족
생활만족도로 사용한다. 또한, 본 문항은 낮은 점수가 만족도가 높게 조사가 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도록 변경하여 활
용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요인과 사회
적 맥락으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수준에서는 비제도적 요인
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국가수준에서는 영향을 가족정책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 가족정책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독립변수로 가족정책을 활용한다. 가족정책은 가치와
의 관련성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가족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체계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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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현금, 서비스, 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구분은 정책도구들이 정책목
표 혹은 원칙으로 환원되는 유형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책도구별 개별효과를 확
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정책은 현금정책의 경우 GDP대비 현금급
여 지출비중으로, 서비스 지출은 GDP대비 서비스지출로, 시간정책의 측정을 위하
여 GDP대비 육아휴직정책관련지출비중을 사용한다. 지출비중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성역할의식과 가족책임의식
  
  본 연구에서 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과 선호로 성역할의식과 
가족책임의식을 살펴본다. 성역할의식은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제도들의 형성에 있
어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체제를 변화 혹은 강화하는데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차 그 사회의 성평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는 잣
대가 될 수 있다. ISSP 가족모듈은 기혼여성의 취업, 성별분업, 신념 등 많은 문
항을 포함하고 있다. 성역할의식의 측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의식을 
하나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Kundsen and Waerness, 2001), 하위차원을 
통해 이해하기도 하며 활용 문항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Sjöberg, 2004; 류연규·
김영미, 2012). 선행연구에서는 다음의 5문항을 활용하여 성역할 인식을 측정하
고 있다. 

구분 구성문항

성역할 
의식

여성 
취업태도

취학전 아동은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역할
규범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일을 갖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다.

<표 3-2> 성 역할 인식 척도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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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와 두 번째 문항은 여성의 직업과 가족 필요의 갈등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공사영역에서의 역할 갈등과 관련된 문항이며 나머지 세 문항은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사회적 노동분업에 대한 규범적 관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공사영
역의 역할구분, 혹은 역할의 귀속과 관련된 문항으로(Walter, 2018) 
Sjöberg(2004)는 이를 각각 여성 취업의 결과(Consequences of women 
working)와 성 역할 규범(Norms on gender-role)으로 규정한 바 있다(Sjöberg, 
2004).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인식은 여성취업태도와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위의 문항은 5점 척도(매우동의한다, 동의한
다,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부정한다, 매우 부정한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성역할 인식은 각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지향적인 성
역할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책임의식은 사회와 가족 간 돌봄 제공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Esping-Anderson(1999)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 특징으
로 언급한 바 있고, Leitner(2003)는 가족책임의식을 유형화하여 가족책임주의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임을 보여준 
바 있다. 가족책임의식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가족책임 유무의 문제가 아니며 실
제로 다양한 돌봄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책임의식이 해당사회에 돌
봄 제공방식을 결정하는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윤
홍식 외, 2012). ISSP 에서는 직접적인 가족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없어 노인과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 가족을 1차적 책임의 주체와 비용부담의 주체
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돌봄의 1차적 주체와 비용부담이 가
족이라고 생각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여 합산하여 개인의 가족책임의식
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가족책임의식은 0~4점의 사이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책임의식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주) 위의 문항은 5점 척도(매우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부정
한다, 매우 부정한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성역할 인식은 각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지향적인 성역할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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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측정 출처
종
속
변
수

가족생활만족도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family 
life? 7점

ISSP
(2012

)

독
립
변
수

가치
관(1
수준)

가족책
임의식

노인을 돌보기 위한 비용은 주로 누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선
택여부
(가족
책임=

1, 
기타=

0)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다고 
할 때, 그러한 도움은 주로 누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학전 자녀를 돌보기 위한 비용은 주로 

누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취학전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귀하가 보시기에 
돌봄제공은 주로 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
역
할
의
식

여
성
취
업
태
도

취학전 아동은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5점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
역
할
태
도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5점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일을 갖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다.

가족
정

책(2
수준)

현금 GDP 대비 현금지출 GDP대
비(%) OECD 

Social 
Expen
diture

서비스 GDP 대비 서비스지출 GDP대
비(%)

시간 GDP 대비 육아휴직지출 GDP대
비(%)

<표 3-3>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측정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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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 및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개인의 가치관이 가족정책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따라
서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개인특성 및 국가변수를 통제한다.
 개인수준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
급된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노동시간, 배우자의 돌봄
시간을 통제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
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연령은 생애발달단계 효과와 출생집단 효
과를 포괄할 수 있는 변수로 이에 따른 효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이재
경・이은아, 2003). Atchley(1992)에 의하면 가족생활만족도는 자녀양육기 동안 
감소하며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면 개선된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결혼 초기 가장 높고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감소하여 낮아진 상태로 지
속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Blood・Wolfe, 1960). 조혜선(2003)은 여성
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교
육수준은 가족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 간 정의 관계(고정자・김갑숙, 1999; 김길현・
하규수, 2012; 박은옥, 2001; 박종서・이지혜, 2014)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여
봉(2010)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여가를 공유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
가 높은 것을 밝혔다. 박종서・이지혜(2014)는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
록 낮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나 기대충족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만족도 수준
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과 배우자 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만족도가 좋은 가족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며 전통적 가족규범을 둘러싼 갈등요인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근로
시간 단축을 주장하였다. 김길현・하규수(2012)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
도가 높았고 학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을 부여한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결혼지위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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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경험이 있으면 1을 부여한다. 교육수준은 축적된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 
경력에 대한 전망과 잠재소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상이한 
교육체계를 고려하여 교육연수를 활용한다. 또한, 건강상태는 주관적으로 보고한 
건강상태를 활용하며 노동시간은 주당근로시간으로 가족시간은 지난 1주간 가족
과 함께한 시간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국가수준으로 GDP와 국가의 가족가치수준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을 통제한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개인변수를 활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표준화가 어려운 자료의 특성 상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다. 여성의 고용율을 활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가치의 수준 역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본 연구에서는 가족차기를 국가별 가족가치관의 평균으
로 포함한다. 

구분 정의 출처

1수준

성별 1=남성, 0=여성 ISSP
연령 연령 ISSP

교육수준 교육연수 ISSP
결혼상태 결혼한적 있음=1

결혼한적 없음=0 ISSP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5점척도) ISSP
노동시간 주당 근로시간 ISSP
가족시간 지난 1주간 가족과 함께한 시간 ISSP 

2수준

GDP 1인당 GDP OECD stat
여성취업태

도수준 여성취업태도 평균 ISSP
가족책임의

식 수준 가족책임의식 평균 ISSP
성역할태도

수준 성역할태도 평균 ISSP
여성노동시
장참여율 여성고용율 OECD stat

<표 3-4>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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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수 국가의 미시자료를 결합한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ISSP 2012 가족모듈 미시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각국의 가족정책을 통합해 놓은 
자료이다. 여러 국가들의 개인자료들이 횡적으로 연결된 비교 국가자료이므로 같
은 국가 내에 속한 개인들은 동일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위계적(hierarchical) 혹
은 내재적(nested)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김은지, 2008; 김영미, 2012). 

 자료의 형태가 위계적인 경우 하위수준의 개인은 상위수준의 집단인 국가의 영
향을 받아 집단 내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의 정책을 
통합하여 분석할 것을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활용하
여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계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
하다. 자료의 형태가 위계적인 경우 하위수준의 개인은 상위수준 집단에 의해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제곱법(OLS)에 의한 결합분석으로는 표준오차의 추정에 
있어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 결합회귀분석에 강건한 표준호차를 적용
하거나,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이나 고정효과모형

[그림 3-1] 분석자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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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s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등을 활용하여 분
석할 수도 있으나 위계구조에서 발생하는 집단 내 상관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수준모형은 집단간 이질성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표준오차의 계산에 다시 고려하게 되어 집단 내 의존
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수준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생
태학적 오류15) 등 레벨이슈를 피하는 데에도 적합한 방법으로 집단 내 상관과 내
생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수준모형이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모형은 절편에 대한 무선
효과를 모델링하고 기울기 계수는 모델링 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효과절편모형, 확
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개인 변수 및 국가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총 4개의 모델을 설정한다. 각 모델은 다음
과 같다.

1. 기초모형

 먼저 기초모형(Model 0)은 비조건부모형(Unconditional Model)이다. 이 모형은 
어떠한 설명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모형으로 j국가의 개인 i 의 가족생활만족도 상
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집단 내 모형과 집단 간 모형에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준별 분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모형을 나타낸다. 가족생
활만족도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
초모형을 설정하여 분산수준을 확인하고 다층분석에 적합성을 파악한다. 

15)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수준에서 결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의 속성으로 해석함에 따
라 발생하는 추론적 오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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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0] 

1 수준 모형:
    ∼  
2수준 모형:
    ∼  
통합모형: 
     ∼   ∼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 수준
: j번째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내 분산(집단 내 분산)
: 전체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간 분산(집단 간 분산)

2. 조건모형 1: 개인수준모형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은 다층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조건모형은 전통적인 회귀분석방법과 유사하
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지만 다층자
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확인할 모형은 개인수준의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연구문
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제도적요인인 개인의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을 절편계수로 추정하고 각각의 
개인 특성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때, 개인 특성 변수의 평
균효과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그룹평균중심화를 사용하고 성별과 같은 이분변수는 
그대로 활용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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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1수준 모형:
     ·  ∼  
2수준 모형:
    ∼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 수준
: j번째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 X의 값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명목변수)의 값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내 분산(집단 내 분산)
: 전체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간 분산(집단 간 분산)

3. 조건모형2: 개인 및 국가수준모형

 다음 모형은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으로 모형1에 2수준 변수를 추가
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앞서 설명한 개인수준의 설명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2
수준 설명변수의 평균효과를 명세화하기 위한 모형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가족정
책의 정책수단에 따라 다시 말해,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육아휴직이 가족생활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다만, 국가수준의 가족가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수준의 가족가치관의 국가별 평균을 활용하여 가족가치의 영향을 확인한
다.
 
[Model 2]

1수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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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수준 모형:
        ∼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 수준
: j번째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 X의 값
: j번째 국가의 개인의 설명변수 X의 평균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명목변수)의 값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내 분산(집단 내 분산)
: 전체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j번째 국가의 2수준 설명변수의 값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간 분산(집단 간 분산)

4. 조건모형3: 상호작용모형-층위 간 상호작용의 확인

 마지막으로 모형3은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가치관이 가족생활
만족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2에서는 가족정책 변수가 가
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가
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족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모형
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모형은 정책의 효과가 구성원의 개인특성에 따
라 달라지는 차별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단일 모형으로 살펴보면 이러
한 조절효과는 개별 가족가치관(1수준)변수와 가족정책(2수준)변수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odel 3]
1수준 모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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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모형:
        ∼  
     
통합모형
                      ·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 수준
: j번째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 X의 값
: j번째 국가의 개인의 설명변수 X의 평균
: j번째 국가의 i번째 개인의 설명변수(명목변수)의 값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내 분산(집단 내 분산)
: 전체 가족생활만족도 평균
: j번째 국가의 2수준 설명변수의 값
: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 간 분산(집단 간 분산)    ∼  
5. 변수의 평균중심화(Centering)

 중심화란 설명변수의 척도를 변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설명변수의 척도를 변환하
는 방법인 중심화 방법은 분석단위에 대한 수준별 설명변수의 선택과 중심화
(centering)를 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회귀계수가 갖는 의미와 추정 값이 달라
지기 때문이다(강상진, 2016). 일반적으로 1-수준 설명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할 
경우 기울기의 의미는 변화가 없으나 효과를 과소추정(under estimation)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1-수준 설명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할 경우 집단수준에서 종
속변수의 분산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집단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변수 
간 관계의 파악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강상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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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중심화방법이 갖는 장단점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1-수준 개인
수준에서는 집단평균중심화(group-mean centering)을 활용하고 2-수준 국가수
준에서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방법을 활용한다. 국가별 가족
가치관과 가족정책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할 수 없으므로 1수
준 변수의 집단 내 효과 추정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변량을 제거하는 집
단평균중심화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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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1절 자료의 점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정책과 가족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22개국의 ISSP(2012) 자료(가족모듈)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은 무응답 등 결측치를 제외한 22개국 20세~45세 응답자 총 11,275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다층분석에 앞서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의 점검을 위하여 정규성확인 및 상관관
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의 <표 4-1>과 같다. 
 먼저, 개인수준 변수들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은 5.60으로 나
타났고 여성취업태도는 6.76, 성역할태도는 10.76의 수준을 보였다. 가족책임의식
은 1.60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평균연령은 33.45세로 나타났고 분석대상국가 
평균 13.98년의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약 30.88시간 일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수준은 3.8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평균적으로 1주에 약 21.70시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국가변수들을 살펴보면, 가족정책 중 현금정책은 GDP의 약 0.947%를 
평균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는 약 1.063%를, 시간관련지
출은 약 0.252%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국가의 1인당 평균GDP는 37,721 달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국의 여성고용율은 평균 약 62.728%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각각 
3, 10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16) Kline(2005)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 첨도값이 10.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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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주요 변수 간 관계와 방향성 및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iearity)의 존재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및 분산팽창계수
(VIF)를 확인하였다. 먼저,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여성취업태도와 성역
할태도(0.51)과 서비스정책과 여성취업률(0.55), 서비스정책과 시간정책(0.78), 
GDP와 여성취업율(0.75)를 제외하고 대체로 상관관계는 .4이하로 나타났다. 분산
팽창계수 역시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생활만족도 11,275 5.60 1.10 -1.08 4.79
여성취업태도 11,275 6.76 2.54 .31 3.56
성역할태도 11,275 10.76 3.39 .53 4.30

가족책임의식 11,275 1.60 1.33 .39 2.02
연령 11,275 33.45 7.43 -.17 1.84

교육수준 11,275 13.98 3.65 -.19 4.25
건강수준 11,275 3.85 .70 .22 2.03
노동시간 11,275 30.88 20.22 -.24 2.47
가족시간 11,275 21.70 28.78 1.51 4.25
현금정책 22 .947 .623 .751 2.874

서비스정책 22 1.063 .564 1.026 2.991
시간정책 22 .252 .195 .862 3.13

GDP 22 37,721 10,835 -.385 2.707
여성고용율 22 62.728 8.260 -.345 2.618

<표 4-1> 주요변수의 기초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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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태도

성역
할태
도

가족
책임
의식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
경험

노동
시간 건강 가족

시간
현금
정책

서비
스정
책

시간
정책 gdp

여성
취엄
률

여성취
업태도 1.00 

성역할
태도 0.51 1.00 

가족책
임의식 -0.18 -0.16 1.00 

성별 -0.03 0.01 0.05 1.00 

연령 -0.04 -0.02 -0.01 -0.03 1.00 

교육
수준 0.23 0.23 -0.10 -0.07 0.01 1.00 

결혼
경험 -0.11 -0.10 0.03 -0.09 0.49 -0.03 1.00 

노동
시간 0.07 0.07 -0.02 0.25 0.19 0.06 0.10 1.00 

건강 0.03 0.01 0.02 0.01 -0.08 0.05 -0.05 -0.04 1.00 

가족
시간 -0.01 -0.05 -0.03 -0.22 0.11 0.01 0.22 -0.15 0.00 1.00 

현금
정책 0.16 0.15 -0.06 -0.07 0.07 0.11 0.03 -0.03 0.01 0.10 1.00 

서비
스정
책

0.33 0.26 -0.36 0.00 0.00 0.19 -0.04 0.05 0.01 0.04 0.07 1.00 

시간
정책 0.30 0.26 -0.30 0.00 -0.01 0.14 -0.07 0.06 -0.01 0.02 0.01 0.78 1.00 

gdp 0.31 0.25 -0.18 -0.01 0.04 0.20 -0.05 0.02 0.06 0.04 0.31 0.29 0.23 1.00 

여성
취업
율

0.33 0.26 -0.26 0.01 0.01 0.19 -0.05 0.05 0.04 0.02 0.16 0.55 0.52 0.75 1.00 

<표 4-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분산팽창계수(VIF) 공차한계(1/VIF)  
여성취업태도 1.51 0.66 
성역할태도 1.42 0.70 

가족책임의식 1.17 0.86 
현금정책 1.16 0.87 

서비스정책 2.97 0.34 
시간정책 2.85 0.35 

성별 1.13 0.88 

<표 4-3>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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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분석

 다음에서는 기술분석을 통해 주요변수들의 경향을 살펴본다. 분석대상자는 전체
특성 및 성별, 노동, 아동 유무 여부를 활용하여 세부집단별 분석을 통해 분석대
상의 특성 및 분석집단의 특성과 가족생활만족도 및 가치관, 정책과의 경향을 살
펴봄으로써 개인의 삶-가치관-정책의 일관성과 가족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노동과 일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전체 및 성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있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
지 않으며 아동이 있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없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
지 않으며 아동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노동수행은 OECD의 정규직 
기준을 활용하여 30시간 이상은 노동수행집단으로 구분한다. 

1. 분석대상자 국가별 개인특성

 먼저,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개인특성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4-4>은 가족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
수준, 노동시간 및 주당가족시간의 평균과 비중을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분석대상국가에서 여성이 전체의 55.86%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연령 1.38 0.73 
결혼경험 1.40 0.71 
교육수준 1.12 0.90 

건강 1.02 0.98 
노동시간 1.15 0.87 
가족시간 1.13 0.89 

gdp 2.81 0.36 
여성취업률 3.4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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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가 68.14%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가 49.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2.60세로 나타
났으며 표준편차가  13.43세로 다소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이 가
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37.09세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는 46.91세로 평균연령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3.02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19(터키)~16.08(아이슬란드)의 분포를 보이고있
어 국가 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의 71.18%는 결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경우 77.51%가 결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네덜란드(75.83%), 오스트리아(77.60%), 이스라엘(77.81%)의 결혼경험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노동시간은 평균 40.41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네덜란드가 35.12시간으로 가장 낮은 반면 한국은 48.08시간으로 분석대
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교육
연수

결혼경험 건강
상태

주당
노동시

간
주당가
족시간여성 남성 없음 있음

Australia 466 299 167 34.43 15.15 204 262 3.88 30.69 28.65 
Austria 518 291 227 33.00 11.81 152 366 3.97 30.80 17.59 
Chile 594 355 239 32.42 12.24 323 271 3.77 28.15 28.65 

Denmark 598 299 299 32.72 14.09 308 290 3.96 33.85 14.93 
Finland 398 226 172 32.97 15.40 202 196 3.76 30.33 23.31 
France 831 573 258 34.55 15.68 304 527 3.71 30.05 27.73 
Iceland 414 225 189 32.63 16.57 133 281 3.97 35.37 30.47 
Ireland 411 309 102 36.53 16.70 139 272 3.92 28.21 36.83 
Israel 538 305 233 33.18 13.59 145 393 4.06 32.19 24.41 
Japan 367 207 160 34.81 13.94 140 227 3.91 34.81 15.89 
Korea 514 274 240 33.28 14.13 234 280 3.93 28.25 13.05 
Latvia 422 245 177 32.73 13.73 155 267 3.58 31.79 16.36 
Mexico 711 352 359 32.32 11.16 203 508 3.78 33.31 13.53 

<표 4-4> 분석대상자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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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33.22세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평균적으
로 약 13.7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3.86점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 36.67시간 일하고 가족들과 약 14.32시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들과 보내는 시간은 한국이 7.01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아이슬란드가 22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33.62세로 나타났고 14.2년 교육을 받아 남성들에 비하여 교육기
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보다 건강은 조금 낮은 3.84점으로 보고되었고 
26.53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남성들보
다 긴 27.25시간으로 나타났다. 멕시코가 14.6시간으로 가장 짧은 반면 아이슬란
드는 42.1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Netherland 335 204 131 34.81 15.77 135 200 3.81 27.27 19.19 
Norway 557 307 250 33.31 14.91 288 269 3.86 36.34 19.41 
Sweden 337 195 142 33.91 14.11 177 160 3.83 32.36 23.89 

Switzerlan
d 500 250 250 32.86 13.76 247 253 3.95 31.62 18.94 

Belgium 797 456 341 33.26 14.19 307 490 3.79 28.33 20.29 
Germany 635 339 296 32.99 13.19 337 298 3.72 29.65 16.49 
Portugal 406 204 202 33.25 12.03 203 203 3.78 30.44 15.53 
Great 
Britain 327 195 132 34.85 13.53 153 174 3.89 26.88 31.39 
United 
States 599 323 276 33.13 13.69 257 342 3.93 28.91 26.64 

구분　
남성 여성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
가족
시간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
가족
시간

Australi
a 34.94 14.96 52.10 3.81 39.63 17.07 34.15 15.26 58.53 3.92 25.70 35.12 

Austria 33.85 11.55 68.72 3.92 35.23 11.07 32.33 12.02 72.16 4.00 27.35 22.68 
Chile 32.00 12.60 37.24 3.79 38.82 17.52 32.71 12.00 51.27 3.76 20.96 36.15 

<표 4-5> 성별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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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여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일제인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34.33시간이며 
평균 14.19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3.83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당노동시간은 43.5시간으로  나타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18.46시
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30.9세로 다소 젊은 것으
로 나타났고 13.21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
람들보다 조금 높은 3.90점을 보였고 유급노동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동안 평균 27.53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mar
k 31.61 13.72 41.81 3.98 34.90 10.52 33.84 14.46 55.18 3.94 32.81 19.34 

Finland 32.92 15.15 48.26 3.80 32.64 15.30 33.01 15.59 50.00 3.73 28.57 29.41 
France 34.31 15.54 60.08 3.72 34.36 20.16 34.65 15.75 64.92 3.71 28.12 31.14 
Iceland 32.07 16.10 60.32 3.98 41.28 22.01 33.09 16.97 74.22 3.96 30.40 37.59 
Ireland 36.68 16.25 66.67 3.80 36.22 20.78 36.48 16.85 66.02 3.96 25.57 42.13 
Israel 32.15 13.44 57.94 4.12 38.36 16.41 33.97 13.70 84.59 4.01 27.48 30.51 
Japan 34.44 14.12 56.25 3.89 43.74 8.18 35.10 13.80 66.18 3.93 27.91 21.86 
Korea 32.38 14.27 42.50 4.03 33.32 7.01 34.07 14.00 64.96 3.85 23.82 18.34 
Latvia 32.38 13.26 56.50 3.57 34.92 9.72 32.98 14.07 68.16 3.59 29.53 21.16 
Mexico 32.60 11.50 70.75 3.77 41.66 12.48 32.05 10.81 72.16 3.79 24.80 14.61 
Netherla

nd 35.30 15.81 60.31 3.82 34.11 13.52 34.50 15.75 59.31 3.80 22.89 22.83 
Norway 33.94 14.40 47.60 3.80 40.87 15.06 32.80 15.33 48.86 3.91 32.65 22.95 
Sweden 34.76 13.73 46.48 3.73 36.28 18.98 33.29 14.39 48.21 3.91 29.50 27.46 
Switzerl

and 32.50 13.79 44.00 4.07 38.71 14.52 33.22 13.74 57.20 3.82 24.54 23.36 
Belgium 33.91 13.84 58.36 3.84 32.95 17.18 32.78 14.46 63.82 3.76 24.88 22.62 
German

y 32.49 12.79 40.54 3.71 35.09 9.91 33.42 13.53 52.51 3.72 24.91 22.24 
Portugal 32.78 11.89 45.54 3.75 32.25 11.36 33.72 12.16 54.41 3.81 28.65 19.67 
Great 
Britain 36.01 13.48 56.06 3.87 37.52 16.97 34.07 13.56 51.28 3.91 19.69 41.15 
United 
States 32.48 13.53 51.81 3.97 34.62 15.65 33.69 13.82 61.61 3.89 24.04 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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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동 유무에 따른 개인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아동이 있는 경우 평
균연령은 35.66세로 나타났고 13.82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구분　
전일제 전일제아님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가
족시간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가
족시간

Australia 34.66 15.11 55.86 3.89 43.13 21.48 34.05 15.22 56.82 3.88 10.20 40.47 

Austria 33.65 11.87 71.66 3.96 40.15 13.17 31.40 11.67 68.21 3.98 8.08 28.35 

Chile 33.44 12.76 48.64 3.75 48.47 22.89 31.14 11.59 41.83 3.80 2.57 35.90 

Denmark 33.93 14.08 54.21 3.94 38.90 16.16 27.41 14.15 23.42 4.07 11.74 9.54 

Finland 34.45 15.60 54.74 3.74 40.89 22.94 29.25 14.88 35.40 3.82 3.70 24.24 

France 35.02 15.88 64.20 3.70 39.60 24.50 33.44 15.22 61.60 3.76 7.87 35.23 

Iceland 33.75 16.72 70.19 3.95 44.84 28.45 29.20 16.10 60.78 4.02 6.41 36.68 

Ireland 36.59 17.10 65.18 3.91 41.13 28.04 36.44 16.10 67.68 3.95 8.75 50.09 
Israel 33.59 13.78 74.79 4.08 45.10 23.61 32.40 13.21 69.73 4.02 7.55 25.93 
Japan 35.20 14.10 58.54 3.91 48.31 9.85 34.03 13.61 68.60 3.91 7.36 28.17 

Korea 35.82 14.13 62.72 3.90 50.42 9.70 30.26 14.12 44.68 3.97 1.94 17.03 

Latvia 34.07 14.00 67.45 3.54 44.02 14.93 29.50 13.08 53.23 3.69 2.40 19.81 

Mexico 32.90 11.32 75.66 3.77 49.59 13.41 31.30 10.88 63.92 3.79 4.19 13.75 
Netherla

nd 35.41 15.97 61.08 3.84 40.57 16.08 34.07 15.53 58.00 3.77 10.87 23.03 

Norway 34.53 14.86 52.26 3.83 43.79 20.13 28.64 15.10 33.04 3.95 7.71 16.62 

Sweden 35.04 14.29 51.37 3.80 41.31 22.88 30.39 13.56 35.37 3.95 4.50 27.02 
Switzerla

nd 33.09 13.98 45.43 3.95 44.56 14.26 32.43 13.34 60.47 3.93 6.95 27.86 

Belgium 34.41 14.67 69.23 3.77 41.79 16.61 31.25 13.37 47.93 3.83 4.81 26.72 

Germany 33.68 13.09 44.42 3.70 42.58 11.80 31.78 13.35 51.29 3.75 7.20 24.64 

Portugal 34.81 12.26 57.95 3.74 43.01 14.45 29.67 11.50 31.71 3.87 1.53 18.04 
Great 
Britain 35.69 13.94 53.71 3.82 42.91 19.78 33.89 13.05 52.63 3.97 8.43 44.76 

United 
States 34.27 14.06 62.22 3.90 45.47 21.47 31.51 13.16 49.80 3.97 5.31 34.01 

<표 4-6> 전일제별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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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0.78시간 일을 하며 30.57시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이 없는 경우 30.41세로 아동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젊었고 14.18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3.90점
으로 아동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았으며 31.03시간 일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경
우보다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9.5시간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아동 유 아동 무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가
족시간 연령 교육

연수
결혼
경험
있음

건강
상태

주당
노동
시간

주당가
족시간

Australia 37.74 15.01 81.37 3.83 27.93 43.91 30.14 15.34 23.65 3.95 34.27 8.88 
Austria 35.91 11.32 96.63 3.90 28.92 30.58 31.04 12.14 53.23 4.01 32.06 8.88 
Chile 33.05 11.83 53.65 3.76 26.86 32.38 30.65 13.40 23.08 3.80 31.76 18.19 

Denmark 36.85 14.38 76.51 3.90 36.34 26.55 28.13 13.78 17.31 4.03 31.09 2.00 
Finland 36.22 15.46 76.04 3.73 33.87 34.47 29.08 15.33 17.13 3.80 26.08 9.93 
France 36.23 15.48 76.17 3.69 29.63 30.77 30.68 16.14 34.13 3.77 31.02 20.73 
Iceland 34.53 16.79 84.72 3.96 36.14 38.12 28.27 16.07 29.37 3.99 33.62 13.00 
Ireland 37.82 16.63 85.66 3.96 25.74 54.90 34.49 16.81 35.63 3.86 32.09 8.49 
Israel 34.84 13.70 89.74 4.05 31.81 28.67 29.19 13.32 32.91 4.08 33.09 14.15 
Japan 36.16 13.77 86.85 3.94 32.58 23.92 32.94 14.18 27.27 3.87 37.90 4.79 
Korea 38.62 13.83 99.19 3.83 32.95 22.26 28.38 14.40 13.43 4.03 23.94 4.60 
Latvia 34.36 13.93 82.38 3.54 32.26 22.31 30.08 13.40 32.30 3.64 31.02 6.72 
Mexico 33.02 10.72 81.64 3.75 33.68 15.41 30.66 12.21 47.14 3.84 32.41 9.06 
Netherla

nd 37.00 15.43 81.87 3.77 26.22 26.41 32.20 16.18 33.33 3.86 28.53 10.60 
Norway 36.41 14.85 69.02 3.79 38.51 27.40 28.94 15.01 19.05 3.95 33.28 8.13 
Sweden 36.66 14.14 70.83 3.79 31.90 33.09 30.28 14.07 16.55 3.89 32.97 11.70 

Switzerla
nd 36.30 13.73 83.11 3.92 28.34 32.33 30.05 13.79 24.00 3.97 34.31 7.97 

Belgium 35.68 14.00 82.54 3.76 29.08 25.57 30.26 14.43 35.39 3.83 27.41 13.76 

<표 4-7> 아동 유무별 개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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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생활만족도는 가족생
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다음의 [그림 4-1]과 
<표 4-8>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순위를 나타낸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가족생활만족도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족생활만족도의 전체평균은 5.60점, 표준편차는 1.10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평균으로 살펴볼 때 분석대상자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족생활
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의 분포를 살펴
보면 분석대상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 평균은 5.08점~5.92점의 분포를 보여 국가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멕시코(5.92), 아이슬란드(5.86), 스위스(5.85), 포
르투갈(5.82)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가족생활만족도는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
다.
 반대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5.08), 한국(5.08), 라
트비아(5.31)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만족도 순위 결
과 삶의 질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제 수준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가 결정되
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결정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볼 때, 아이슬란드(0.80), 포르투갈(0.93), 노르웨이
(0.94), 독일(0.94) 등의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작아 국민들이 느끼는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아이슬란드나 스위스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으면서 표준편차가 작아 전
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Germany 36.00 12.70 74.10 3.63 27.49 29.28 30.20 13.64 21.82 3.80 31.65 4.67 
Portugal 35.48 11.26 77.13 3.72 32.69 27.24 31.33 12.69 26.61 3.83 28.50 5.44 
Great 
Britain 35.70 13.21 66.99 3.89 23.60 44.03 33.35 14.08 28.81 3.91 32.70 9.01 
United 
States 34.76 13.36 71.43 3.86 28.01 40.69 31.57 14.01 43.28 4.00 29.7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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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38), 스웨덴(1.30), 벨기에(1.22), 한국(1.18) 등은 상대적으로 가족생활
만족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한국 등은 전체적인 가족생활만
족도의 수준도 낮은 편으로 집단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Mexico 5.92 1.06 1
Iceland 5.86 0.80 2

Switzerland 5.85 0.96 3
Portugal 5.82 0.93 4

Chile 5.81 0.97 5
Israel 5.80 1.04 6

United States 5.69 1.09 7
Netherland 5.68 1.02 8

Great Britain 5.66 1.06 9
Denmark 5.65 1.09 10
Australia 5.64 1.07 11
Germany 5.57 0.94 12
Norway 5.55 0.94 13
Austria 5.53 1.01 14
Ireland 5.52 1.10 15
France 5.50 1.18 16
Finland 5.49 1.12 17
Belgium 5.48 1.22 18
Sweden 5.45 1.30 19
Latvia 5.31 1.14 20
Korea 5.08 1.18 21
Japan 5.08 1.38 22
Total 5.60 1.10 

<표 4-8>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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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호주, 오스트리
아,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여
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칠레, 핀란드, 한국, 라트비
아, 스위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1]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평균 표준편
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Australia 167 5.50 1.08 299 5.71 1.06 
Austria 227 5.43 1.05 291 5.60 0.98 
Chile 239 5.90 0.98 355 5.76 0.96 

Denmark 299 5.63 1.12 299 5.68 1.07 
Finland 172 5.53 1.12 226 5.46 1.12 
France 258 5.40 1.27 573 5.54 1.13 
Iceland 189 5.79 0.86 225 5.92 0.75 
Ireland 102 5.44 1.18 309 5.55 1.07 
Israel 233 5.77 1.13 305 5.82 0.97 
Japan 160 5.07 1.36 207 5.08 1.40 
Korea 240 5.18 1.16 274 5.00 1.19 

<표 4-9> 성별・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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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전일제 여부와 아동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 전일제는 
OECD의 기준을 활용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노동으로 구분한다(OECD.stat). 전
체적으로 살펴볼 때, 전일제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독일, 포르투갈, 영국, 미국에서 전일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타임 혹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유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를 살펴볼 때, 아동이 있
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 아동이 없는 경우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
에서는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atvia 177 5.38 1.08 245 5.26 1.18 
Mexico 359 5.92 1.08 352 5.91 1.03 

Netherland 131 5.65 0.95 204 5.70 1.06 
Norway 250 5.46 0.96 307 5.61 0.92 
Sweden 142 5.35 1.31 195 5.52 1.30 

Switzerland 250 5.88 0.99 250 5.82 0.94 
Belgium 341 5.46 1.32 456 5.49 1.15 
Germany 296 5.60 0.94 339 5.54 0.95 
Portugal 202 5.81 1.00 204 5.83 0.86 

Great Britain 132 5.64 1.05 195 5.68 1.06 
United States 276 5.63 1.14 323 5.73 1.04 

Total 4,842 5.59 1.12 6,433 5.60 1.08 

구분 전일제 전일제 아님 아동있음 아동없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Australia 290 5.61 176 5.67 263 5.82 203 5.39 
Austria 367 5.51 151 5.58 208 5.75 310 5.38 
Chile 331 5.86 263 5.76 438 5.87 156 5.67 

Denmark 487 5.66 111 5.63 315 5.77 283 5.52 

<표 4-10> 전일제 여부,아동 유무에 따른 국가별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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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관

1) 성역할 인식

(1) 여성취업태도

 다음의 [그림 4-2]와 <표4-11>은 여성취업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국가별
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성취업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여성취업태도의 경
우 6~8점의 분포를 보였고 전체 평균은 6.76점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8.53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8.53), 핀란드(8.35), 노르웨이(8.00), 아이슬란드

Finland 285 5.49 113 5.50 217 5.57 181 5.40 
France 581 5.43 250 5.66 579 5.65 252 5.16 
Iceland 312 5.82 102 5.98 288 5.97 126 5.60 
Ireland 247 5.55 164 5.49 251 5.72 160 5.21 
Israel 353 5.84 185 5.70 380 5.95 158 5.43 
Japan 246 5.13 121 4.96 213 5.28 154 4.79 
Korea 279 5.07 235 5.10 246 5.13 268 5.04 
Latvia 298 5.33 124 5.27 261 5.40 161 5.16 
Mexico 456 5.97 255 5.82 501 5.89 210 5.99 

Netherland 185 5.68 150 5.68 182 5.88 153 5.44 
Norway 442 5.55 115 5.53 326 5.63 231 5.42 
Sweden 255 5.45 82 5.44 192 5.68 145 5.15 

Switzerland 328 5.88 172 5.81 225 6.08 275 5.67 
Belgium 507 5.64 290 5.20 441 5.69 356 5.22 
Germany 403 5.61 232 5.51 305 5.71 330 5.44 
Portugal 283 5.88 123 5.67 188 5.92 218 5.73 
Great 
Britain 175 5.67 152 5.65 209 5.78 118 5.46 
United 
States 352 5.80 247 5.52 294 5.78 305 5.60 
Total 7,462 5.62 3,813 5.55 6,522 5.73 4,75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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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의 순으로 나타나 스칸디나비아국가의 경우 여성취업의 결과에 대한 인식
이 다른 국가들보다 평등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4.6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칠레 4.83점, 한국 4.85점, 라트비아 5.47점의 순으로 나타나 보
수적임을 보였다. 표준편차를 살펴볼 때,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미국 같은 국가
들은 국민들의 여성취업인식이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여성취업태도의 이질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Sweden 8.53 2.07 1
Denmark 8.53 2.11 2
Finland 8.35 2.09 3
Norway 8.00 2.47 4
Iceland 7.98 1.75 5
Japan 7.56 2.68 6
France 7.44 2.42 7
Ireland 7.43 2.27 8

Netherland 7.27 2.41 9
Germany 7.22 2.49 10
Belgium 7.19 2.60 11
Australia 7.19 2.40 12

Great Britain 6.92 2.09 13
United States 6.56 1.90 14
Switzerland 6.25 2.14 15

Portugal 6.15 2.08 16
Israel 5.96 2.26 17

Austria 5.92 2.63 18
Latvia 5.47 2.42 19
Korea 4.85 1.87 20
Chile 4.83 1.63 21

<표 4-11> 국가별 여성취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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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취업태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의 여성취업태도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여성이 더 평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핀
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벨기에, 독일, 포
르투갈, 영국, 미국에서 여성의 여성취업태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스웨덴에
서 남성과 여성의 여성취업태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Mexico 4.68 2.21 22
Total 6.76 2.54

[그림 4-2] 국가별 여성취업태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평균 표준편
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Australia 167 6.99 2.50 299 7.29 2.34 
Austria 227 5.94 2.90 291 5.90 2.39 
Chile 239 4.93 1.64 355 4.76 1.62 

Denmark 299 8.65 2.02 299 8.40 2.19 
Finland 172 8.34 2.05 226 8.36 2.13 
France 258 7.50 2.30 573 7.42 2.47 

<표 4-12> 성별・국가별 여성취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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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제 여부와 아동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전일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여성취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국가에
서 전일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취업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없는 경우보다 여성취업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아동이 없는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 아동 유무에 따른 여성취업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celand 189 7.80 1.73 225 8.13 1.75 
Ireland 102 7.33 2.32 309 7.47 2.26 
Israel 233 6.03 2.20 305 5.92 2.31 
Japan 160 7.74 2.91 207 7.42 2.48 
Korea 240 5.08 1.85 274 4.64 1.86 
Latvia 177 5.62 2.48 245 5.36 2.37 
Mexico 359 4.78 2.34 352 4.57 2.07 

Netherland 131 7.19 2.55 204 7.31 2.31 
Norway 250 7.76 2.25 307 8.20 2.62 
Sweden 142 8.07 2.23 195 8.87 1.88 

Switzerland 250 6.07 2.08 250 6.44 2.19 
Belgium 341 7.07 2.53 456 7.28 2.65 
Germany 296 7.03 2.51 339 7.39 2.46 
Portugal 202 6.01 2.03 204 6.29 2.12 

Great Britain 132 6.84 2.08 195 6.97 2.10 
United States 276 6.28 1.94 323 6.80 1.83 

Total 4,842 6.68 2.53 6,433 6.83 2.55 

구분 전일제 전일제 아님 아동있음 아동없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Australia 290 7.28 176 7.03 263 6.89 203 7.58 
Austria 367 5.99 151 5.74 208 5.56 310 6.15 
Chile 331 4.84 263 4.81 438 4.72 156 5.14 

<표 4-13> 전일제 여부,아동 유무에 따른 국가별 여성취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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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역할태도

 다음으로 성역할태도를 살펴본다.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평등적임을 
나타낸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8~13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10.76점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스웨덴이 13.1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고 노르웨이 12.64점, 덴마크 12.60점, 네덜란드 12.44점, 핀란드 11.94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및 서부
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태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멕시코가 8.44점으로 가장 낮
았으며 한국이 8.56점, 라트비아 8.57점, 칠레 9.10점 순으로 나타나 동유럽 및 

Denmark 487 8.57 111 8.34 315 8.41 283 8.65 
Finland 285 8.43 113 8.15 217 8.16 181 8.58 
France 581 7.77 250 6.69 579 7.21 252 7.97 
Iceland 312 7.98 102 7.98 288 8.06 126 7.81 
Ireland 247 7.74 164 6.96 251 7.22 160 7.78 
Israel 353 6.12 185 5.66 380 5.89 158 6.15 
Japan 246 7.73 121 7.22 213 7.37 154 7.82 
Korea 279 4.75 235 4.96 246 4.34 268 5.31 
Latvia 298 5.53 124 5.31 261 5.36 161 5.65 
Mexico 456 4.72 255 4.60 501 4.58 210 4.90 

Netherland 185 7.58 150 6.87 182 6.74 153 7.89 
Norway 442 8.00 115 7.97 326 7.74 231 8.36 
Sweden 255 8.64 82 8.18 192 8.39 145 8.72 

Switzerland 328 6.36 172 6.05 225 5.96 275 6.50 
Belgium 507 7.37 290 6.88 441 6.89 356 7.56 
Germany 403 7.42 232 6.88 305 7.08 330 7.36 
Portugal 283 6.14 123 6.16 188 6.07 218 6.22 
Great 
Britain 175 6.97 152 6.86 209 6.79 118 7.14 
United 
States 352 6.59 247 6.52 294 6.55 305 6.57 
Total 7,462 6.95 3,813 6.41 6,522 6.55 4,753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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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국가들의 성역할태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를 살펴볼 때, 아이슬란드가 0.8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성역할태도
의 편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칠레(2.35), 한국
(2.36), 스위스(2.59) 등의 국가에서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성역할태도수준과 표준편차가 낮아 성평등성이 낮으며 동질성이 강
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4.11점으로 표준편차가 가장 커서 
국민들의 가족책임의식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네덜란드
(3.56), 핀란드(3.53), 노르웨이(3.49), 스웨덴(3.43) 등의 국가에서는 표준편차
가 커 국가 내 동질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Sweden 13.12 3.43 1
Norway 12.64 3.49 2
Denmark 12.60 3.10 3

Netherland 12.44 3.56 4
Finland 11.94 3.53 5

Germany 11.89 3.38 6
France 11.61 3.04 7
Belgium 11.54 3.41 8
Ireland 11.25 3.04 9
Iceland 11.05 2.17 10
Austria 10.76 4.11 11

Australia 10.73 3.02 12
Israel 10.72 3.14 13

Portugal 10.60 2.81 14
Great Britain 10.34 3.06 15
Switzerland 9.84 2.59 16

Japan 9.80 3.24 17
United States 9.77 2.90 18

Chile 9.10 2.35 19

<표 4-14> 국가별 성역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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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할태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여성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벨
기에 독일에서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태도 차이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tvia 8.57 3.10 20
Korea 8.56 2.36 21
Mexico 8.44 2.96 22
Total 10.76 3.39

[그림 4-3] 국가별 성역할태도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평균 표준편
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Australia 167 10.69 3.33 299 10.74 2.84 
Austria 227 11.39 4.75 291 10.27 3.46 
Chile 239 9.32 2.46 355 8.95 2.26 

Denmark 299 12.70 3.44 299 12.50 2.71 
Finland 172 11.85 3.74 226 12.00 3.36 
France 258 11.82 3.43 573 11.51 2.84 

<표 4-15> 성별・국가별 성역할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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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여부로 확인해본 결과 전일제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역할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전일제의 성역할태도가 더 높았
고 프랑스에서 전일제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
타났다. 성역할태도는 아동이 없는 경우 아동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결과
를 보였다.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아동이 없는 경우에 성역할태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네덜란드에서 그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전일제 전일제 아님 아동있음 아동없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Australia 290 11.02 176 10.24 263 10.37 203 11.19 
Austria 367 10.93 151 10.34 208 10.01 310 11.26 
Chile 331 9.27 263 8.87 438 8.91 156 9.62 

<표 4-16> 전일제 여부,아동 유무에 따른 국가별 성역할태도 

Iceland 189 10.92 2.19 225 11.16 2.15 
Ireland 102 11.17 3.22 309 11.28 2.99 
Israel 233 10.97 3.27 305 10.52 3.04 
Japan 160 10.03 3.49 207 9.62 3.03 
Korea 240 8.50 2.41 274 8.61 2.32 
Latvia 177 9.03 3.15 245 8.24 3.03 
Mexico 359 8.52 2.97 352 8.35 2.95 

Netherland 131 12.99 3.95 204 12.08 3.24 
Norway 250 12.47 3.66 307 12.79 3.35 
Sweden 142 13.15 3.97 195 13.11 2.98 

Switzerland 250 9.60 2.50 250 10.07 2.67 
Belgium 341 11.30 3.52 456 11.72 3.32 
Germany 296 11.75 3.53 339 12.01 3.23 
Portugal 202 10.67 2.99 204 10.54 2.62 

Great Britain 132 10.68 3.32 195 10.10 2.85 
United States 276 9.80 3.10 323 9.74 2.72 

Total 4,842 10.79 3.58 6,433 10.7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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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책임의식
 
 다음으로 가치관 중 가족책임의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돌봄의 주체와 비용부담주
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책임의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책임의식
이 높다. 다음의 [그림 4-4]와 <표4-7>은 국가별 가족책임의식을 나타낸 표이
다.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전체평균은 1.60점으로 나타났고 0.5~2.6의 분포를 나
타냈다.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멕시코가 2.6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위스 2.44점, 라트비아 2.37점, 일본 2.15점, 미국 2.1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가족책임의식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0.51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아이슬란드 0.54점, 

Denmark 487 12.66 111 12.33 315 12.36 283 12.86 
Finland 285 12.03 113 11.70 217 11.56 181 12.39 
France 581 11.99 250 10.72 579 11.36 252 12.19 
Iceland 312 11.12 102 10.85 288 11.05 126 11.07 
Ireland 247 11.60 164 10.73 251 11.06 160 11.54 
Israel 353 10.95 185 10.29 380 10.71 158 10.75 
Japan 246 9.91 121 9.58 213 9.64 154 10.01 
Korea 279 8.49 235 8.64 246 8.13 268 8.95 
Latvia 298 8.60 124 8.52 261 8.33 161 8.96 
Mexico 456 8.48 255 8.36 501 8.29 210 8.79 

Netherland 185 12.75 150 12.06 182 11.71 153 13.30 
Norway 442 12.78 115 12.11 326 12.39 231 13.00 
Sweden 255 13.26 82 12.71 192 12.64 145 13.77 

Switzerland 328 9.93 172 9.66 225 9.61 275 10.02 
Belgium 507 11.66 290 11.34 441 11.26 356 11.88 
Germany 403 12.15 232 11.45 305 11.65 330 12.12 
Portugal 283 10.72 123 10.33 188 10.52 218 10.67 
Great 
Britain 175 10.83 152 9.77 209 10.05 118 10.84 
United 
States 352 9.95 247 9.50 294 9.59 305 9.93 
Total 7,462 11.01 3,813 10.27 6,522 10.47 4,75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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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0.86점, 핀란드 0.97점 노르웨이 1.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족책임의식은 1.35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책임의식의 편차는 포르투갈(1.39), 미국(1.36), 영국(1.36), 라트비아(1.36)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0.81), 덴마크(0.88), 스웨덴
(0.92), 핀란드(1.03), 노르웨이(1.03) 등은 가족책임의식의 표준편차가 작아 다
른 국가들에 비하여 가족책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의 동질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평균 표준편차 순위
Mexico 2.65 1.32 1

Switzerland 2.44 1.29 2
Latvia 2.37 1.36 3
Japan 2.15 1.29 4

United States 2.15 1.36 5
Chile 2.06 1.32 6

Ireland 1.82 1.29 7
Portugal 1.74 1.39 8
Australia 1.74 1.27 9
Belgium 1.63 1.21 10
Israel 1.62 1.09 11

Great Britain 1.57 1.36 12
Austria 1.46 1.24 13

Germany 1.39 1.25 14
Netherland 1.39 1.16 15

Korea 1.35 1.30 16
France 1.26 1.16 17
Norway 1.01 1.03 18
Finland 0.97 1.03 19

Denmark 0.86 0.88 20
Iceland 0.54 0.81 21
Sweden 0.51 0.92 22

<표 4-17> 국가별 가족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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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의 가족책임의식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남성과 여성 모두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남성은 스웨덴에서 여
성의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남성의 표준
편차가 가장 작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남성의 가족책임의식은 동질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낮은 가족책임의식을 보였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낮아 여성들의 의견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치되고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Total 1.60 1.33 

[그림 4-4] 국가별 가족책임의식

구분
남성 여성

빈도 평균 표준편
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Australia 167 1.86 1.24 299 1.67 1.29 
Austria 227 1.46 1.24 291 1.46 1.24 
Chile 239 2.19 1.34 355 1.98 1.30 

Denmark 299 0.91 0.92 299 0.81 0.84 
Finland 172 0.95 1.03 226 1.00 1.03 

<표 4-18> 성별・국가별 가족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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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일제 여부와 아동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다. 먼저, 전일제가 아닐 
때의 가족책임의식이 전일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전일제의 가족책임의식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유무에 따른 국가별 가족책임의식을 살펴보면 
아동이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유무와 관계없이 멕시코의 가족책임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일제 전일제 아님 아동있음 아동없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Australia 290 1.69 176 1.82 263 1.70 203 1.79 
Austria 367 1.49 151 1.39 208 1.45 310 1.47 

<표 4-19> 전일제 여부,아동 유무에 따른 국가별 가족책임의식 

France 258 1.44 1.23 573 1.18 1.12 
Iceland 189 0.64 0.88 225 0.46 0.73 
Ireland 102 1.92 1.35 309 1.79 1.27 
Israel 233 1.61 1.19 305 1.62 1.00 
Japan 160 2.40 1.30 207 1.96 1.25 
Korea 240 1.46 1.29 274 1.26 1.30 
Latvia 177 2.41 1.34 245 2.34 1.37 
Mexico 359 2.63 1.30 352 2.68 1.34 

Netherland 131 1.56 1.23 204 1.27 1.09 
Norway 250 1.04 1.07 307 0.98 1.00 
Sweden 142 0.46 0.87 195 0.55 0.95 

Switzerland 250 2.52 1.27 250 2.37 1.31 
Belgium 341 1.72 1.25 456 1.57 1.17 
Germany 296 1.48 1.29 339 1.31 1.21 
Portugal 202 1.85 1.39 204 1.64 1.40 

Great Britain 132 1.63 1.37 195 1.54 1.35 
United States 276 2.21 1.32 323 2.09 1.40 

Total 4,842 1.68 1.36 6,433 1.5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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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4-20>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가족책임의
식의 평균과 순위, 가족생활만족도를 국가별로 나타낸 표이다. 가치관은 대체로 
가족책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취업태도나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가족책임의식이 2.71로 가장 높았던 헝가리의 경우 여성취업태도
는 5.62점, 성역할태도는 8.28점의 수준을 나타냈고 멕시코의 경우 가족책임의식
은 2.64점으로 높은 반면 여성취업태도는 4.64점, 성역할태도는 8.40점으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가족책임의식은 0.49점으
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성취업태도는 8.42점, 성역할태도의 경우 12.94점의 
수준을 보였고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0.52점에 그쳤으나 여

Chile 331 2.07 263 2.05 438 2.03 156 2.16 
Denmark 487 0.86 111 0.85 315 0.84 283 0.89 
Finland 285 0.94 113 1.05 217 0.99 181 0.96 
France 581 1.20 250 1.40 579 1.18 252 1.45 
Iceland 312 0.53 102 0.57 288 0.45 126 0.74 
Ireland 247 1.82 164 1.82 251 1.79 160 1.88 
Israel 353 1.62 185 1.61 380 1.62 158 1.61 
Japan 246 2.22 121 2.02 213 2.10 154 2.22 
Korea 279 1.34 235 1.37 246 1.32 268 1.38 
Latvia 298 2.31 124 2.52 261 2.43 161 2.28 
Mexico 456 2.64 255 2.67 501 2.64 210 2.69 

Netherland 185 1.50 150 1.25 182 1.30 153 1.50 
Norway 442 1.03 115 0.92 326 1.12 231 0.85 
Sweden 255 0.50 82 0.55 192 0.47 145 0.57 

Switzerland 328 2.40 172 2.53 225 2.41 275 2.47 
Belgium 507 1.60 290 1.68 441 1.61 356 1.66 
Germany 403 1.28 232 1.58 305 1.42 330 1.36 
Portugal 283 1.73 123 1.77 188 1.87 218 1.63 
Great 
Britain 175 1.73 152 1.39 209 1.42 118 1.86 
United 
States 352 2.21 247 2.05 294 2.08 305 2.21 
Total 7,462 1.56 3,813 1.68 6,522 1.59 4,75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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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업태도는 11.11점, 성역할태도는 7.23점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구분 성역할태도 여성취업태도 가족책임의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Sweden 13.12 1 8.53 1 0.51 22 
Norway 12.64 2 8.00 4 1.01 18 
Denmark 12.60 3 8.53 2 0.86 20 

Netherland 12.44 4 7.27 9 1.39 15 
Finland 11.94 5 8.35 3 0.97 19 

Germany 11.89 6 7.22 10 1.39 14 
France 11.61 7 7.44 7 1.26 17 
Belgium 11.54 8 7.19 11 1.63 10 
Ireland 11.25 9 7.43 8 1.82 7 
Iceland 11.05 10 7.98 5 0.54 21 
Austria 10.76 11 5.92 18 1.46 13 

Australia 10.73 12 7.19 12 1.74 9 
Israel 10.72 13 5.96 17 1.62 11 

Portugal 10.60 14 6.15 16 1.74 8 
Great Britain 10.34 15 6.92 13 1.57 12 
Switzerland 9.84 16 6.25 15 2.44 2 

Japan 9.80 17 7.56 6 2.15 4 
United States 9.77 18 6.56 14 2.15 5 

Chile 9.10 19 4.83 21 2.06 6 
Latvia 8.57 20 5.47 19 2.37 3 
Korea 8.56 21 4.85 20 1.35 16 
Mexico 8.44 22 4.68 22 2.65 1 
Total 10.76 6.76 1.60

<표 4-20> 국가별 가족가치관,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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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다음의 
그림은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를 국가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대체로 여성
취업태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칠
레 등 여성취업태도가 낮은 국가들의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았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의 경우 여성취업의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나 가족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국가별 가족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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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국가별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성역할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수준을 국가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태
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경우 성 역할규범이 높은 국가들이 가족생활만족도가 높
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성평등적인 국가에서 가족생
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북유럽국가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
이나 일본의 경우 성역할태도도 낮고 가족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특징은 멕시코, 칠레 등 성 역할 규범이 낮음에도 높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 국가별 성역할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 국가별 가족책임주의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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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생활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가족책임정도가 높은 국가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스위스, 칠레 등의 국가에서 가족책임
주의가 높고 가족생활만족도도 높은 반면 한국의 경우 가족책임정도가 낮고 가족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국가별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멕시코의 경우 성평등 정도가 낮은 전통적 가치관이 높은 
국가이며 스웨덴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활만
족도가 가장 높은 멕시코의 경우 성역할태도와 여성취업태도는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책임의식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과의 비교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 한국과 멕시코
는 성역할태도와 여성취업태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족책임의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책임의식은 공적 복지체제 대신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한국의 경우 멕시코에 비하여 가족책임의식이 
낮은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급속도로 증
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지원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돌봄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이 제한될 경우 돌봄은 여성이 담당 가능성이 
높아 성역할태도나 여성취업태도 역시 전통적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한편 국가의 
가치관의 일치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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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살펴본다. 가치관과 가
족생활만족도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의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높은 국가 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경향과 차이가 없으나 감소폭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의식이 낮은 멕시코, 칠레 등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고 
여성취업의식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
을 보였다. 

[그림 4-9] 국가별 남성의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남성의 성역할 규범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 
역할규범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전체 경향과 달리 남성
의 성역할태도가 높아질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에서와 유사하게 멕시코, 칠레 등은 성역
할태도가 낮지만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성역할태도가 높으나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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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국가별 남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족책임
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는 정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에서 더 높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칠레, 스위스 등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국가별 남성의 가족책임의식와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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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성의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간의 경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여
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
취업태도가 높아질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여성취업태도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
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역할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성취업태도
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성 역할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
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성 역할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모두 낮은 수
준을 보였고 멕시코, 칠레 등은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많은 국가에서 
성 역할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한 사회에
서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2] 국가별 여성의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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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국가별 여성의 성 역할태도와 가족생활만족도

 여성의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마찬가지
로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여성취업의식, 성 역할태도와는 반대의 경향으로 멕시코, 칠레 등 여성
취업의식, 성 역할태도는 낮고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돌봄에 
대한 개입이 낮은 국가들이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국가별 여성의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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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상태 평형이론에 따르면 성별가치관이 차이가 클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
아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치관이 전통적이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차이가 
적어서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갈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가족생활만족도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성평등한 가치관이 확산되면 가치관의 
성별격차가 커지게 되어 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평등한 가치관이 지배적인 가치로 작동하고 사생활에서까지 확산되면 
다시금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여성취업의식의 성별 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그림처럼 성별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취업의식의 차이가 분석대상국가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국가별 여성취업의식의 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성 역할태도의 성별차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다. 성 역할태
도는 성별역할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인지 양성평등적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으로 차이가 클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성별간 의식 차이가 크다 할 것이다. 성 역
할태도의 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 역할태도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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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태도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태도에 대한 차
이가 큰 국가에서는 아이슬란드처럼 성 역할태도에 대한 차이가 작은 국가들보다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국가별 성 역할태도 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

 마지막으로 가족책임의식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다. 다음의 [그
림 4-17]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가족책임의식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
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등 가족책임의식의 성별 차이
가 작은 국가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 등 가족책
임의식의 차이가 큰 국가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가족책임의식의 수준이 높고 여성취업의식이나 성 역할
의식의 수준이 낮아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높은 상태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다
른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의 일에 대한 선호가 낮은 상황이며 국가의 지원도 낮은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가족의 위험은 낮은 상황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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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국가별 가족책임의식차이와 가족생활만족도

4. 국가특성

1) 현금정책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국가변수인 가족정책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18]은 국가별 현금지출수준을 나타낸 결과이다. 현금지급정책의 경우 평
균 GDP대비 0.89%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0.0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영국, 아일랜드는 GDP의 2% 이상을 가족관
련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차를 보였다. GDP대배 현금지출수준
은  멕시코, 한국, 미국,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에서 0.2%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
으며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1.5~2.4%의 수준을 지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르웨이(0.73%), 스웨덴(0.72%), 핀란드(0.83%) 
역시 전체 국가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지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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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정책

 다음으로 서비스정책 지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평균 GDP대비 
약 0.98%를 서비스정책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 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지출의 경우 아이슬란드(2.394%), 덴마크(2.25%), 스웨덴
(2.126%), 노르웨이(1.721%)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서비스 지출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0.46%), 체코(0.55%), 스위스(0.36%), 미국(0.60%)
등의 국가에서 낮은 지출수준을 보였다. 

[그림 4-18] 국가별 현금정책지출수준

[그림 4-19] 국가별 서비스정책지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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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정책

 다음으로 시간정책지출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간정책지출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편차를 보였다. 멕시코, 미국 등과 같이 휴가관련 지출이 전혀 없는 국가도 있는 
반면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등을 GDP대비 0.7% 이상을 휴가관련 정책에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현금과 서비스지출은 상당히 낮은 반면 서비스는 0.81%로 나타나 
서비스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정책수단에 따른 국가별 지출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가족정책수단
에 따라 지출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패키지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따
른 지출을 살펴본 결과 많은 국가에서 시간정책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금중심, 서비스중심, 균형형, 저발달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같은 국가들은 현금정책들의 지출비중이 다른 두 정
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
이 등의 국가에서는 가족정책의 지출에서 서비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체코 리투아니아의 경우 휴가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국, 프
랑스,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세 정책수단이 모두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그림 4-20] 국가별 시간정책지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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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 가족정책지출 비중이 낮아 가족정책이 저발
달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현금, 휴가정책에 대한 투자는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서비스 지출을 중심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
우 전체적인 지출수준은 낮고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
국의 경우 현금과 서비스지출은 상당히 낮은 반면 서비스는 0.81%로 나타나 서
비스 중심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국가별 정책유형별 지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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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은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가별 현
금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현금정책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
가들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그림 4-22] 국가별 가족정책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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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현금정책지출비중이 낮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
였고 영국, 오스트리아 등 현금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국가별 현금정책지출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서비스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다. 서비스정책지출비중
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미약하나마 서비스지출비중이 높은 국
가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스위스, 포르투갈, 칠레 등
의 국가에서는 서비스정책지출비중이 낮아도 가족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 한국 등 서비스정책지출비중이 낮은 국가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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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국가별 서비스정책지출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시간정책지출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간정책
의 경우 현금이나 서비스정책지출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관계와 달리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멕시코, 스위스,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시간정책지출비중이 낮아도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시간정책지출비중이 높
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5] 국가별 시간정책비율과 가족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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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정책지출비중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족정
책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세부적 정
책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유형에 따른 효과가 다
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지출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성별로 살펴본다. 먼저, 현금
정책지출과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경향과 달리 
현금정책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26] 국가별 남성의 현금정책비율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서비스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를 살펴본다. 서비스정책지출비중과 가족
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과 달리 서비스 정
책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에서는 서비스정책지출비중과 관계없이 높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보였으
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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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국가별 남성의 서비스정책지출비율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남성의 시간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본다. 시간정책지출비
중과 가족생활만족도 역시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경
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시간정
책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8] 국가별 남성의 시간정책비율과 가족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가족정책지출비중과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 경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
저, 현금정책지출비중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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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현금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국가별 여성의 현금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정책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정책지출비중과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정책의 지출비중이 높은 국
가들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4-30] 국가별 여성의 서비스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

 
반면 시간정책비중과 가족생활만족도 간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시간정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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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과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간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그림처럼 시간정
책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국가별 여성의 시간정책비율과 가족생활만족도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정책유형별 가족생활만족
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가족정책유형별 가족생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족정책지출비율의 증가가 가족생활만족도
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 경우 가족정책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유형에 
따라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정책도 성별에 따라 효과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분석대상의 주요변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치관은 대체
로 여성취업태도나 성역할태도가 낮은 국가에서 가족책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
은 경향을 보였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가족책임의식과 함께 전통적 가족가치의 정
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가족책임의식은 



113

2.64점으로 높은 반면 여성취업태도는 4.64점, 성역할태도는 8.40점으로 나타나 
전통적 가족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가족책임의
식은 0.49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성취업태도는 8.42점, 성역할태도의 경
우 12.94점의 수준을 보였고 아이슬란드의 경우도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0.52점에 
그쳤으나 여성취업태도는 11.11점, 성역할태도는 7.23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성평등수준이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치관과 가족생활만족도 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취업태도와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인 의식을 가진 국가에
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반면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전통적인 국가에서 가족생
활만족도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여성취업태도와 성역할의식, 가족
책임의식이 높은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치관의 
성별격차가 클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역
할의식과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성평등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전통적인 성별태도가 사적영역에서 현실로 발현되는 가사노동의 분배에 
있어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큰 사회일수록 갈등이 높아 가족생활만족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족정책수단에 따라 지출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패키지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시간정책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
금중심, 서비스중심, 균형형, 저발달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일랜드, 오스트
리아, 호주 같은 국가들은 현금정책들의 지출비중이 다른 두 정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가족
정책의 지출에서 서비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코 리투아니아의 경
우 휴가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의 국가에
서는 세 정책수단이 모두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미국 등의 
국가의 경우 가족정책지출 비중이 낮아 가족정책이 저발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현금, 휴가정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며 서비스 지출 중심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지출
수준은 낮고 서비스 지출 중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족정책과 가족생활만족도간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정책유형별 가족생활만족
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 가족정책유형별 가족생활



114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족정책지출비율의 증가가 가족생활만족도
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 경우 가족정책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유형에 
따라 지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정책도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모형 분석결과

 

 다음에서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가족정책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다층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다
수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모형 분석결과
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성별, 전일제 여부, 아동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개인의 가치관 및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친 효과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조절효과의 확인을 통해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의 일치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다.

1. 기초모형 : 국가 간 가족생활만족도 변량 차이 확인
 
 다층분석에 앞서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국가 간 분산 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 먼저, 다층분석에서는 집단 내(within) 변량과 함께 집단 간(between)변령
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 간 변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한
다. 
 다층모형을 위해서는 집단 내 상관계수값인 Intra Class Correlation(ICC)17), 즉 
총 분산 중 집단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 값이 일정수준을 보이는 것을 권
고한다. 그러나 사례수가 많을 때에는 ICC가 작더라도 ICC자체보다는 표본수를 
고려한 DEFF 값이 다층모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Multen and Satora, 1995; 김

17) Intra Class Correlation, 즉 집단 내 상관은 총 분산 중에서 국가 간 분산을 의미하며 
집단 내 관찰값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집단 간 변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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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2008에서 재인용). DEFF 값이 2이상 되어야 다층모형 분석을 적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어떤 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 분석을 수행하
여 이를 확인한다. 
 다음의 <표 4-21>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이다. 가족생활
만족도와 관련해 약 4%의 국가 간 분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Multen and Satora(1995)의 권고한 ICC 값인 0.04보다 높고 낮은 수치이나 
설계효과 값이 기준치인 2보다 높은 21.46으로 나타나 다층모형을 수행한다. 

2. 모형 1: 개인변수 모형

 먼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검증하였다. 모형 1은 
개인변수 모형으로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개인모형에서는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가치
관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시간 및 가족시간이 투입되
었다. 또한, 성별, 노동, 아동여부를 활용하여 세부집단별 분석을 통해 개인의 삶
-가치관-정책의 일관성과 가족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노
동과 일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전체 및 성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다. 다
시 말해,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있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이 있
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없는 집단, 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이 없

18) Design Effect(설계효과)는 군집표집을 통한 변량과 단순무작위 표집을 했을 때의 변
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여 구하게 된다. 

  1+ICC*(N-1), 단 N은 집단평균사례수

구분 Model0(기초모형)
절편 5.588***

1수준 분산(잔차) 1.166
2수준 분산(절편) .049

Intra Class Correlation .040
Design Effect18) 21.46

평균집단크기 513
주. +p<0.1, *p<0.05, **p<0.01, ***p<0.001 

<표 4-21> 기초모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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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노동수행은 OECD의 정규직 기준을 활용하여 30
시간 이상은 노동수행집단으로 구분한다. 
 먼저, 전체분석을 살펴본다. 전체분석결과 가족책임의식, 성별, 교육수준을 제외
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는 여성
취업의 결과에 대한 의식이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았으나 성역
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책임의식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일제 여부와 아동여부에 따른 집단 분석은 전체분석과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
냈다. 전일제이며 아동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시간
이 많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여성취업태도는 정적으로 
성역할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책임의식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가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없는 집단의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을
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역할태도는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참여가 없고 아동이 없는 경우 성별효과는 반대로 나타나 
여성일 경우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 경우 결혼경험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생활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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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남성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남성전
체 분석 시 가족책임의식과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투입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고 근로시간 및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분석 결과 역시 전일제 여부와 아동의 여부에 따라 전체분석과 다소 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5.873*** 6.094*** 5.873*** 6.139*** 6.027*** 

여성취업태도 0.038*** 0.045*** 0.026* 0.037*** 0.053*** 

성역할태도 -0.020*** -0.015** -0.041*** -0.010 -0.023* 

가족책임의식 0.012 0.009 0.025 0.002 0.041+ 

성별
(여성=0)

0.027 0.168*** -0.070 -0.021 -0.199** 

연령 -0.018*** -0.018*** -0.012*** -0.027*** -0.027*** 

결혼상태
(경험무=0)

0.490*** 0.262*** 0.260*** 0.520*** 0.476*** 

교육수준 0.006+ -0.001 0.017* -0.005 0.027** 

건강상태 0.191*** 0.189*** 0.101*** 0.273*** 0.226*** 

가족시간 0.002*** 0.002** 0.001 0.001 -0.001 

1수준 
분산(잔차)

1.094 .864 1.044 1.169 1.424

2수준 
분산(절편)

.043 .040 .042 .061 .043

Intra Class 
Correlation

.037 .044 .039 .050 .029

주. +p<0.1, *p<0.05, **p<0.01, ***p<0.001 

<표 4-22> 개인변수 모형 분석결과(Model 1)_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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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과를 보였다. 전일제 노동을 하며 아동이 있는 경우 가치관의 경우 여성취업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결혼상
태, 건강상태, 가족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연령과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전일제 노동을 하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도 가치관은 여성취업태도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
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5.931*** 6.300*** 6.095*** 6.160*** 5.827*** 

여성취업태도 0.030*** 0.031** -0.012 0.039** 0.047* 

성역할태도 -0.013* -0.013+ 0.001 -0.011 -0.019 

가족책임의식 0.011 0.023 0.025 -0.025 0.068+

연령 -0.021*** -0.021*** -0.022* -0.028*** -0.029*** 

결혼상태
(경험무=0)

0.612*** 0.384*** 0.319+ 0.509*** 0.305+ 

교육수준 0.005 -0.009 0.034* -0.002 0.036* 

건강상태 0.185*** 0.124*** 0.009 0.274*** 0.324*** 

가족시간 0.002** 0.002* 0.003 0.002 -0.003 

1수준 
분산(잔차)

1.127 .777 1.276 1.160 1.627

2수준 .041 .029 .020 .081 .034

<표 4-23> 개인변수 모형 분석결과(Model 1)_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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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여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전체 여성 분석결과 가족책임의식
과 교육수준을 제외한 투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치관의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보다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성역할태도는 
반대로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 결혼상태,건강상태, 가족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전일제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가치관의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성역할태도의 경우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족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 역시 가족책임의식의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가 가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일제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취업태도
만이 영향을 미쳐 여성취업태도가 보다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전일제노동이 아니며 아동도 없는 경우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경험이 있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절편)
Intra Class 
Correlation

.035 .036 .015 .065 .021

주. +p<0.1, *p<0.05, **p<0.01, ***p<0.001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5.856*** 6.079*** 5.828*** 6.059*** 6.020*** 

여성취업태도 0.043*** 0.059*** 0.037*** 0.032* 0.063** 

 성역할태도 -0.027*** -0.019* -0.054*** -0.003 -0.027+ 

<표 4-24> 개인변수 모형 분석결과(Model 1)_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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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변수 분석 결과, 가치관의 영향이 집단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책임의식은 전체 분석 및 성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는 달리 남성의 경우 성역할의식이 보다 전통적일수
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과의 성역할의식의 차이
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남성의 성 
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여성과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
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또한,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을 때를 제외한 집단에서 여성취업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세부집단에서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여성취업태도는 모든 집단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성역할태도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높은 전일제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취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가족책임의식 0.012 -0.011 0.020 0.037 0.007 

연령 -0.016*** -0.016*** -0.010** -0.026*** -0.027*** 

결혼상태
(경험무=0)

0.399*** 0.153** 0.253*** 0.542*** 0.559*** 

교육수준 0.006 0.005 0.014+ -0.007 0.017 

건강상태 0.195*** 0.252*** 0.124*** 0.271*** 0.144** 

가족시간 0.002*** 0.002* 0.000 0.000 0.001 

1수준 
분산(잔차)

1.065 .937 .990 1.173 1.217

2수준 
분산(절편)

.045 .046 .046 .039 .055

Intra Class 
Correlation

.040 .047 .044 .032 .043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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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평생고용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편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선호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하며 가정내에서의 협상력이 증가하여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역할에 대해 평등
적인 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
다(DeMaris and Longmore, 1996; Ross, 1987; Blair and Lichter, 1991; Kamo, 
1994; Baxter, 1997; Geist, 2005; Crompton, 2006). 여성의 경우 대체로 성역
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
동이 있는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전통적인 젠더역할 태도의 지속과 연관있는 분야로 선호의 
충돌이 예상되는 분야이다(Cook, 2006).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족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아동의 여성들의 의식은 성평등적으로 변화했으나 가
정에서의 남성의 가사참여 확대는 매우 느린 상황으로 남성의 성역할태도의 변화
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자녀의 양육에 있
어 현실에서의 성별 역할은 해소되지 않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요 받고있는 현
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Bianchi et al., 2000; Geist, 2005). 
 
3. 모형 2: 개인변수+국가변수 모형

 다음으로 개인변수들에 국가변수들을 투입하여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모
형 2는 개인의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가족정책은 정책형태에 따라 현금정책, 
서비스정책, 시간정책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가족가치의 영
향력을 고려하여 가족가치관의 국가별 평균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
제수준을 통제하여 가족정책의 형태에 따른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고 여성취업률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전체 분석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은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국가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정책 변수 중 서비스정책
의 경우 정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수준의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및 가족책임의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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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평
등한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한 
국가에서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책임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의식을 지닌 국가에서 가족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을 하며 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취업태도와 성역할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변수 역시 서비스정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국
가수준의 여성취업태도는 부적으로 성역할태도 및 가족책임의식은 정적으로 가족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치관변수는 여성취업태도는 정적으로 
성역할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변수 중 서비스정
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국가수준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가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취업태도는 부적으로 성
역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을 하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국가의 성역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결
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이 아니며 아동도 없는 경우에는 가치관의 경우 여성취업태도와 성
역할태도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정책변수는 서비스정책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수준의 여성취업태도는 부적으
로 성역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702*** 3.597*** 4.213*** 4.129*** 3.871*** 
개
인
특

여성취업태도 0.038*** 0.044*** 0.026* 0.037*** 0.054*** 
성역할태도 -0.020*** -0.015** -0.041*** -0.010 -0.023* 

가족책임의식 0.012 0.009 0.025 0.002 0.041+ 

<표 4-25> 개인+국가변수 분석결과_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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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남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남성 전체분석결과는 개인특성은 개인변
수모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치관의 경우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변수의 경우 서비스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의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및 가족책임의식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일제 노동을 수행하며 아동이 있는 경우 가치관변수의 경우 여성취업태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책은 서비스정책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
준의 가치변수들은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가족책임의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취업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
책임의식이 전통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 가치관 변수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성

성별
(남성=1, 여성=0)

0.027 0.165*** -0.060 -0.023 -0.213*** 

연령 -0.018*** -0.018*** -0.012*** -0.027*** -0.026***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489*** 0.263*** 0.257*** 0.516*** 0.473*** 

교육수준 0.006* 0.000 0.018** -0.005 0.029** 
건강상태 0.191*** 0.189*** 0.100*** 0.273*** 0.224*** 
가족시간 0.002*** 0.002** 0.001 0.001 -0.001 

국
가
특
성

현금정책 -0.070 -0.034 -0.003 -0.135+ -0.159* 
서비스정책 0.386** 0.286* 0.393* 0.384* 0.542*** 
시간정책 -0.282 -0.407 -0.354 -0.145 -0.354 

여성취업태도 -0.189** -0.155* -0.230** -0.176+ -0.254** 
성역할태도 0.236*** 0.251*** 0.225** 0.202* 0.259*** 

가족책임의식 0.518*** 0.486*** 0.428* 0.600** 0.580***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
가율

0.012 0.014* 0.016+ 0.003 0.022** 

1수준 분산(잔차) 1.094 .864 1.045 1.169 1.424

2수준 분산(절편) .022 .017 .017 .033 .006
Intra Class 
Correlation

.019 .019 .016 .028 .004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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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수 및 국가수준 가치관 역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이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취업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고 서비스정책과 국가수준의 성역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치관은 여성취업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국가변수의 경우 현금정책과 여성취업태도 및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923*** 4.523*** 5.809*** 3.705** 4.540*** 

개
인
특
성

여성취업태도 0.030*** 0.031** -0.011 0.038** 0.050* 
성역할태도 -0.013** -0.012+ 0.000 -0.012 -0.019 

가족책임의식 0.011 0.022 0.024 -0.026 0.072+ 
연령 -0.020*** -0.021*** -0.021* -0.028*** -0.026***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609*** 0.382*** 0.298+ 0.502*** 0.282+ 

교육수준 0.006 -0.008 0.032+ -0.002 0.037* 
건강상태 0.185*** 0.127*** 0.000 0.273*** 0.326*** 
가족시간 0.002** 0.002* 0.004 0.001 -0.003 

국
가
특
성

현금정책 -0.098 -0.005 -0.003 -0.153 -0.227* 
서비스정책 0.364** 0.197 0.185 0.457* 0.397+ 
시간정책 -0.182 -0.264 -0.284 -0.269 0.127 

여성취업태도 -0.197** -0.163* -0.268+ -0.182+ -0.370** 
성역할태도 0.224*** 0.204*** 0.189 0.222* 0.279** 

가족책임의식 0.527*** 0.389** 0.007 0.745*** 0.383+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
가율

0.013+ 0.012+ 0.010 0.012 0.022+ 

1수준 분산(잔차) 1.127 .777 1.265 1.160 1.611

2수준 분산(절편) .018 .011 .006 .038 .000

Intra Class .016 .014 .005 .032 .000

<표 4-26> 개인+국가변수 분석결과_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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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여성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성의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변수
에서 결과는 개인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전체 여성의 분석 결과 
여성취업태도가 보다 평등적이고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수의 경우 서비스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으며 국가수준의 가치관의 영향은 여성취업태도는 부적으로 성역할태도
와 가족책임의식이 경우 정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이고 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취업태도와 성역할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정책변수의 경우 서비스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의 성역할태도는 평등할수록 가족책임의식은 전통적
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취업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나 성역할태도는 반대로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수는 서비스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
가의 의식은 여성취업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할수록 가족 
삶의 질은 높아지나 가족책임의식이 전통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이며 아동이 없는 경우 여성취업태도만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수준의 성역
할태도와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없는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
는 높아졌고 서비스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국가수준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relation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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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특성 분석 결과 정책의 영향력 역시 성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일제이며 아동이 있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가
치관과 정책의 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
성취업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와 서비
스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
른 생활방식과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563*** 3.004*** 4.034*** 4.542*** 2.837** 

개
인
특
성

여성취업태도 0.043*** 0.058*** 0.037*** 0.032* 0.063** 
성역할태도 -0.027*** -0.019* -0.054*** -0.003 -0.028+ 

가족책임의식 0.011 -0.010 0.020 0.038 0.007 
연령 -0.016*** -0.016*** -0.010*** -0.026*** -0.025***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399*** 0.160** 0.253*** 0.534*** 0.553*** 

교육수준 0.006 0.006 0.015* -0.006 0.017 
건강상태 0.195*** 0.252*** 0.124*** 0.273*** 0.147** 
가족시간 0.002*** 0.002* 0.000 0.000 0.001 

국
가
특
성

현금정책 -0.060 -0.065 -0.008 -0.133+ -0.115 
서비스정책 0.409** 0.369* 0.429* 0.256 0.710*** 
시간정책 -0.343 -0.534 -0.367 0.072 -0.665+ 

여성취업태도 -0.187* -0.151+ -0.233** -0.161+ -0.187+ 
성역할태도 0.245*** 0.294*** 0.229** 0.174* 0.276*** 

가족책임의식 0.522*** 0.539** 0.482** 0.439* 0.807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
가율

0.011 0.014 0.016+ -0.007 0.023 

1수준 분산(잔차) 1.065 .937 .991 1.174 1.217

2수준 분산(절편) .022 .020 .019 .019 .008
Intra Class 
Correlation

.021 .021 .018 .016 .006

주. +p<0.1, *p<0.05, **p<0.01, ***p<0.001 

<표 4-27> 개인+국가변수 분석결과_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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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정책의 경우 남성은 아동이 없는 집단에서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전일제이며 아동이 없는 집단을 제외한 집단에서 유의한 
결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책의 경우 돌봄을 사회화하여 여
성들의 탈가족화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윤홍식, 2006; 홍승아, 2011; 류연
규・김영미, 2012; Kamerman・Gabel, 2010).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정책으로 돌
봄의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의 건강과 인지 등의 발달을 
가져오는 한편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에 대한 선호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국가의 가치수준도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취업태도가 보다 평등하면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국가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
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성역할태도와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성역할태도가 높으면 가족생활만족도는 낮아지나 
사회의 성 역할규범수준이 높으면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의 성 역할규범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으로 
그만큼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태도의 격차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
의 성역할태도가 변화한 만큼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변화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
로 인해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더라도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실에서의 성별편중이 해
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전체적
인 의식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
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
니라 사회의 성평등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책임주의가 전통적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공적 복지체제를 대신
해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책
임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전통
적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여성의 역할 변화
가 적은 사회에서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할 것이다. 



128

4. 모형 3: 개인변수+국가변수+교차상호작용 모형
 
 다음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조절효과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족정책이 강화 
혹은 완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모형 3은 개인특성과 국가정책을 통제한 상태
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다. 상호작용항은 개인의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전체분석에서는 개인특성과 국가특성에서의 차이는 모델1, 모델2와 동일한 결과
를 나타냈다.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전일제이고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현금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있는 경우에
는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현금정책이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성역
할태도의 효과를 시간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692*** 3.593*** 4.086*** 4.091*** 3.942***

개
인
특
성

여성취업태도 0.043*** 0.046*** 0.031* 0.044*** 0.064*** 
성역할태도 -0.016*** -0.018** -0.035*** -0.004 -0.010 

가족책임의식 0.007 0.008 0.024 0.002 0.015 
성별
(남성=1, 여성=0)

0.028 0.164*** -0.061 -0.020 -0.203*** 

연령 -0.018*** -0.018*** -0.011*** -0.027*** -0.025***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490*** 0.261*** 0.263*** 0.519*** 0.481*** 

교육수준 0.006* 0.000 0.018** -0.005 0.031** 
건강상태 0.191*** 0.187*** 0.099*** 0.274*** 0.222*** 
가족시간 0.002*** 0.002** 0.001 0.001 -0.001 

국
가

현금정책 -0.067 -0.027 -0.019 -0.124 -0.162* 

서비스정책 0.388** 0.284* 0.386* 0.392* 0.550*** 

<표 4-28> 교차상호작용항포함 분석결과_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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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현금정책의 경우 전체분석과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있을 경우 성역할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정책이 낮은 경우 성평등적인 사람의 삶의 질이 낮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정책이 높은 경우, 성평등적인 사람의 삶의 질
의 감소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높은 사
람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
다 성평등적인 사람들에게 현금지원으로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
려준다 할 것이다.

특
성

시간정책 -0.306 -0.403 -0.287 -0.244 -0.546+ 
여성취업태도 -0.189** -0.155* -0.227** -0.175 -0.250** 
성역할태도 0.237*** 0.251*** 0.230** 0.205* 0.252*** 

가족책임의식 0.520*** 0.491*** 0.448* 0.600** 0.547***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가율 0.012 0.014 0.015+ 0.003 0.022** 

상
호
작
용

여성취업태도*현금 -0.003 -0.011 0.018 -0.004 0.005 
여성취업태도*서비스 -0.019 -0.014 -0.025 -0.024 -0.005 
여성취업태도*시간 0.065 0.002 0.082 0.080 0.130 
성역할태도*현금 -0.012* 0.002 -0.032** -0.012 -0.006 

성역할태도*서비스 -0.003 0.021 -0.010 0.001 -0.059+ 
성역할태도*시간 0.054+ -0.007 0.025 0.070 0.202* 

가족책임의식*현금 0.009 0.043* 0.025 0.023 -0.062 
가족책임의식*서비스 -0.035 -0.032 -0.082 -0.038 0.029 
가족책임의식*시간 -0.020 -0.006 0.088 0.069 -0.253 

1수준 분산(잔차) 1.091 .862 1.039 1.164 1.408
2수준 분산(절편) .22 .017 .018 .034 .004

Intra Class Correlation .019 .020 .017 .028 .003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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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_전체

 
 다음으로 가족책임의식의 효과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가족책
임의식의 효과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는 전일제, 아동이 있는 경우에 나타났
다. 현금정책이 낮은 경우 가족책임이 증가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는 감소하나 현
금정책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의식이 높아지면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성역할의식의 수준이 대체
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들은 현금정책을 활용할 경우 현금정책이 전통
적 성별분업에 대한 보상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한 지지로 인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줄여 가족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33] 현금정책의 조절효과_전체_전일제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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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현금정책의 조절효과_전체_전일제 아니며 아동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성역할태도의 영향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성역할태
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는 전일제도 아니고 아동이 없는 경우에 
나타났다. 시간정책이 낮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높아지면 가족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있으나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는 성역할태도가 높아질수록 가족생활만
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정책의 대립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5] 시간정책의 조절효과_전체_전일제 아니며 아동이 없는 경우

 남성에 대한 분석결과 상호작용항 투입 전과 분석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일제이고 아동이 있는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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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970*** 4.514*** 5.576** 3.710** 4.522***

개
인
특
성

여성취업태도 0.032*** 0.029* -0.009 0.036* 0.068** 
성역할태도 -0.013* -0.021** -0.007 -0.005 -0.005 

가족책임의식 0.004 0.027 0.007 -0.038 0.050 

연령
-0.021**

* 
-0.022**

* 
-0.020* -0.028*** -0.025***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607*** 0.381*** 0.275+ 0.507*** 0.281+ 

교육수준 0.006 -0.008 0.035* -0.001 0.039** 
건강상태 0.183*** 0.124*** -0.009 0.270*** 0.344*** 
가족시간 0.002** 0.002* 0.004 0.001 -0.003 

국
가
특
성

현금정책 -0.094 -0.002 -0.027 -0.142 -0.229* 
서비스정책 0.358** 0.190 0.200 0.456* 0.446* 
시간정책 -0.191 -0.253 -0.249 -0.382 -0.076 

여성취업태도 -0.200** -0.159* -0.262+ -0.188+ -0.386** 
성역할태도 0.223*** 0.203*** 0.206 0.224* 0.287** 

가족책임의식 0.520*** 0.394** 0.019 0.737 *** 0.377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가율 0.013+ 0.012+ 0.007 0.014 0.020+ 

상
호
작
용

여성취업태도*현금 -0.005 -0.009 -0.017 0.009 0.010 
여성취업태도*서비스 0.018 0.032 0.080 0.024 -0.017 
여성취업태도*시간 0.025 -0.026 -0.033 -0.058 0.267 
성역할태도*현금 -0.010 -0.001 0.012 -0.016 -0.011 

성역할태도*서비스 0.008 0.042* 0.009 -0.001 -0.064 
성역할태도*시간 0.025 -0.100+ -0.053 0.136+ 0.183 

가족책임의식*현금 0.001 0.050+ 0.006 0.011 -0.100 
가족책임의식*서비스 -0.029 -0.055 -0.176 -0.004 0.017 
가족책임의식*시간 -0.056 0.094 0.074 -0.123 -0.149 

1수준 분산(잔차) 1.123 .772 1.252 1.149 1.583
2수준 분산(절편) .018 .012 .004 .038 .000

Intra Class 
Correlation

.016 .015 .003 .032 .000

주. +p<0.1, *p<0.05, **p<0.01, ***p<0.001 

<표 4-29> 교차상호작용항포함 분석결과_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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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낮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가족구성원의 노동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아동보육서
비스의 부족은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로 작용하여(Jaumotte, 2003; Bick,2011) 가
족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여성분석결과 개인특성과 국가특성
은 모형2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분석결과 여성취업태도와 서비스정책이, 
성역할태도와 시간정책,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 

[그림 4-36]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_남성_전일제 아동이 있는 경우

구분 전체
전일제
아동유

전일제X
아동유

전일제
아동무

전일제X
아동무

절편 3.540*** 3.143*** 3.924*** 4.374*** 3.038*** 

개
인
특
성

여성취업태도 0.052*** 0.067*** 0.041** 0.052** 0.067** 
성역할태도 -0.020*** -0.018+ -0.043*** 0.001 -0.015 

가족책임의식 0.008 -0.019 0.023 0.050+ -0.030 
연령 -0.016*** -0.016*** -0.009* -0.025*** -0.025*** 
결혼상태
(경험유=1, 무=0)

0.400*** 0.153** 0.257*** 0.535*** 0.553*** 

<표 4-30> 교차상호작용항포함 분석결과_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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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체분석결과 여성취업태도의 효과를 서비스정책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의 경우 서비스가 낮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생활만
족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높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보다 평등할수록 가
족생활만족도의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집단을 살
펴볼 때, 이러한 효과는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서비스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여주나 그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 

교육수준 0.007+ 0.008 0.015* -0.007 0.018 
건강상태 0.196*** 0.252*** 0.122*** 0.274*** 0.138** 
가족시간 0.002*** 0.002* 0.000 0.000 0.001 

국
가
특
성

현금정책 -0.058 -0.050 -0.028 -0.119 -0.113 
서비스정책 0.419** 0.383* 0.413* 0.285 0.706*** 
시간정책 -0.377 -0.574+ -0.272 -0.057 -0.848* 

여성취업태도 -0.183* -0.152+ -0.229** -0.150+ -0.178+ 
성역할태도 0.243*** 0.284*** 0.233** 0.180* 0.258** 

가족책임의식 0.525*** 0.523*** 0.499** 0.452* 0.754***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여성노동시장참가율 0.011 0.014+ 0.015+ -0.007 0.025** 

상
호
작
용

여성취업태도*현금 -0.003 -0.010 0.020 -0.018 0.006 
여성취업태도*서비스 -0.050* -0.055+ -0.042 -0.083+ 0.004 
여성취업태도*시간 0.091 0.003 0.086 0.241+ 0.037 
성역할태도*현금 -0.012 0.009 -0.038* -0.007 -0.007 

성역할태도*서비스 -0.019 -0.005 -0.020 -0.014 -0.056 
성역할태도*시간 0.086* 0.098 0.065 0.024 0.208+ 

가족책임의식*현금 0.017 0.030 0.024 0.029 -0.031 
가족책임의식*서비스 -0.028 0.021 -0.075 -0.063 0.066 
가족책임의식*시간 -0.008 -0.161 0.120 0.236 -0.409 

1수준 분산(잔차) 1.061 .930 .983 1.167 .004
2수준 분산(절편) .022 .020 .020 .019 1.207

Intra Class Correlation .020 .021 .020 .016 .004
주.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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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_여성 

 다음으로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시간정책
이 낮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감소하나 시간정책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성평등수준이 시간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림 4-38] 시간정책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조절효과_여성

 

 마지막으로 전일제가 아니고 아동이 있는 경우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현금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정책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와 달리 성역할
태도가 평등해짐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남성에서 나타나지 않고 전일제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이 있
는 경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
하고 있으나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 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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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보여준다할 것이다. 즉, 돌봄수당 등 현금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포기로 인한 기회비용
이 작은 저소득임금 여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개인의 성역할태도와 갈등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김혜경, 2006). 

[그림 4-39] 현금정책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조절교화_여성

5. 소결

 지금까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치관, 가족정책의 영향을 다층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별과 전일제 여부, 아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
나 개인의 가치관, 가족정책은 가족생활만족도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가족책임의식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성취
업태도의 경우 정적으로 성역할태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취업태도의 경우 여성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취업과 가족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서비스의 발달은 이를 뒷받
침하여 여성의 취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가족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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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평등이 가족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개인의 가치관은 성평등적이나 여전히 현실에서의 성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
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Geist(2005). 또한,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성역할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성역할태도의 방향과 달리 사회의 성역할태도의 영향의 방
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적인 성평등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적인 성평등의식의 수준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부문에서의 성평등은 많이 진전되었으나 사적부문에서의 
성평등은 여전히 전통적 역할수행이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성원 간 성역할태도의 차이 혹은 성역할태도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미비로 자신의 선호를 생활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가족책임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책임의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낮은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의식은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Kunovich & Kunovich, 2008) 가사노동은 실제 생활에 있어 전통적인 젠더역할 
태도의 지속과 연관되는 분야로 선호의 충돌이 예상할 수 있다(Cook,2006). 그러
나 전통적 성역할태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
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이
는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치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어 선호
의 충돌이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족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정책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대표적인 현금급여인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들에게 지급되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육
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경우 국가별로 편차는 존재하나 여성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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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연규・김영미, 2012). 그러나 이러한 현금급여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사용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을 반영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처럼 육아의 
책임이 여성이라는 관점이 강하게 되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성평등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가족생
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감안할 때, 현금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Kamerman & Kalm(1994)에 의하면 명시적이던 그렇지 않던 양육이 부모,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회에서는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설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
하고 사회적으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돌봄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되어 실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제공되고 결국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관대한 자산조사로 80% 이상의 부모들이 현금급여의 대상이며 대상자의 
97%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급여는 전통적 가족을 기준
으로 설계되어 한부모에게는 부족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게 되고 노
동과 양육의 부담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Kamerman・Kalm, 1994). 
프랑스는 여성취업률과 한부모비율도 높으며 시간과 현금을 우선하고 있어 육아
휴가기간이 길고 각종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시간 패키지는 
임금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거나 해고의 불안 없이 사용하기 힘들고 보육서비스는 
부족해 결국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게 된다(Kamerman・Kalm, 1994). 
결국, 이러한 정책의 특성들은 시간정책 역시 임금을 대체할 만큼의 충분한 급여
나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지 못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역할갈등을 
일으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비스 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감안해볼 
때 서비스 정책의 경우 돌봄부담을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직접적인 돌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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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일에 대한 본인의 선호
를 실현하며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며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
를 높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 가족책임의식이 가족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성역할
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특히 전일제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이 있
는 경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
하고 있으나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 둘 가능성을 보여준다할 것이다. 
다시 말해, 김혜경(2006)이 제기한 것처럼 여성들이 저임금의 노동을 포기하고 
돌봄수당을 받아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개인의 성역할태도와 갈등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낮은 경우와 달리 성역
할태도가 증가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서
비스의 제공이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이고 아동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 충
분한 서비스의 제공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가족구성원의 노동시장 진입 가
능성을 높여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절한 아
동보육서비스의 부족은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로 작용하여(Jaumotte, 2003; 
Bick,2011) 가족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 여성취업태도에 대
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
우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정책은 성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
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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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간 가족정책의 효과가 일치
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전일제 여부와 아동 유무를 통한 집단을 구분하여 가족생활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별, 전일제 여부, 아동 유무를 통해 살펴볼 때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들의 지원 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단
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역할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는 여
성 중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
여 일을 하고 싶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는 일하는 여성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
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가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생
활방식이 일치할 때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 삶의 방향과 가치가 지지
하는 삶의 방식을 정책이 지지해주지 못해 오히려 가족생활만족도가 떨어져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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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성역할인식 및 가족책임의식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가족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한 연구이다. 가족은 우
리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가족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
회경제적 요인, 심리적,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 삶의 질에 있어 사회의 개입에 대한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가족정책
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
황이다. 가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적영역, 그중에서도 노동시장과 경
제적 불평등 등 경제적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사적영역인 가족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
보고 있는 연구들의 상당수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한 유형적 접근으로 인해 각 
정책도구들의 독립된 영향을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족생
활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명
하고 있어 정책적, 제도적 요인의 포착에는 실패하고 있다. 최근 정책적 요인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책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뿐 아니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 가치 등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정책의 결과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지금
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가족정책이 젠더중립적이지 않고 성별로 다른 
역할을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심 역시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가족생활만족도를 
선정하고 이에 미치는 가족정책과 개인의 가치관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
책의 목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적
인 가치관과 사회수준의 가족정책의 영향을 통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역할
인식을 여성취업태도, 성역할태도로 구분하여 가족책임의식과 가치관의 영향을 살
펴보았으며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분류하여 어떻
게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가치관과 가족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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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정책이 조절하는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성별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하여 가족정책의 차별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그것들이 얼마나 삶
에 퍼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전해준다. 연구결과, 가치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의 차
이가 가족생활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와 가족책
임의식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
적인 의식을 지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 후 여성들은 돌봄과 가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차이 없이 변화하고 있다(Esping-Anderson, 2007). 여성 
역할의 변화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며(Goldin & Katz, 2008) 인적자본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며 평생의 유급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여성취업과 가족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은 성평등적이나 여전히 현실에서의 성편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나타나거나 성역할태도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미비하
여 역할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 및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평등
은 진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적인 생활영역에서의 불평등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
고 있어 가정의 영역에까지 변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19). 남성과 여성의 가치의 차이가 클수록 
바라는 것과 결과 사이의 적합도가 낮은 불안정한 균형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19) 실제 가족책임의식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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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결국 가족생활만족도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가정을 조화시
키며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 생애과정의 변
화만큼 남성 역시 생애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 내 성
평등 향상이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가족정책은 지원유형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 지원유형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구분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가
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정책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를 통해 살펴볼 때, 가족정책이 성별
에 따라 차별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효과를 보인 정책의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정책의 회귀계수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 가족정책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정책은 특히 여성에게 효과가 더 크며 가정 내 성별 역할의 재할당 
자체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보완하여 개인의 선호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할 것이다. 
 정책지원 유형별로 살펴볼 때,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이 젠더중립적인 역할을 하거나 전
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감안할 때 
다소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정책은 여러 정책수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국의 역사와 맥락 등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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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시간정책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시간정
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만큼 임금을 대체
할 수 있는지, 고용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정책이 시간정책과 현금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많은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가정에서
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 및 역할 갈등으로 구성원
의 가족생활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 정책의 경우 돌봄부담 경감을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가족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몰성적 관점에서 제도화된 탈상품
화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통해서는 신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예상되는 일・가정 양립 딜레마가 계속된다면 가
사노동과 돌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돌봄서비스 제공은 직접적인 돌봄의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호를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다시 말해, 서비스의 제공이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며 성
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높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모델의 결과는 시간정책의 경우 가족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간정책의 사용에 있어 가치관
의 영향이 큰 것을 반영하는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20) 시간정책이 성숙하
지 못하고 짧거나 대체율이 낮아 오히려 여성의 고용 및 성역할태도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핀란드의 임금대체율이 오히려 독일보다 
높으나 독일의 육아휴직 활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양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Pfau-Effinger, 2004)으로 전
통적인 가치가 높은 국가에서는 양육기간 동안 일과 관련된 자신의 선호를 실현
시킬 가능성 역시 낮아져 가족생활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휴가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여
성들은 휴가가 끝난 후에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양상이 나타나고 

20) 시간정책의 경우 분석대상국가의 2/3가량인 17개국이 평균수준보다 낮은 지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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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성들이 적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Waldfogel et al., 1999), 
 셋째, 가족가치관과 가족정책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태도의 경
우 현금정책,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취업태도의 경우 서비스정
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절효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와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여성의 경
우 성역할태도와 현금, 시간정책 및 여성취업태도에 대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역할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
절효과가 나타났다. 현금정책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족도 감소효과를 강
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특히 전일제노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동
이 있는 경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묶어 두게 되어 여성들이 
저임금의 노동을 포기하고 돌봄수당을 받아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개
인의 성역할태도와 갈등을 일으켜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서비스정책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는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성역할태도의 가족생활만
족도 감소효과를 상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
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간정책의 조절효과, 여성취업태도에 대
한 서비스정책의 조절효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시간정책의 지출이 높은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가족생활만족도를 증가시
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서비스정책의 지
출이 높은 경우 여성취업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정책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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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가
치관의 수준에 따라 가족정책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가족정
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간 가족정책의 효과가 일
치하지 않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며 성별에 따라 가치
관 및 가족정책이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
이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과 함께 활용된다
면 가족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들의 지원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
할 수 있는 단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의 소득수준
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출산 등 중요한 결정에 있어 경력전망, 소득, 
가족 친화적 정책 등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한다(McDonald, 2002). 성역
할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는 여성 중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싶으나 사회의 성역할태
도는 일하는 여성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가 개인의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
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규범과 나의 생활방식이 일치할 때 나의 삶의 질이 나
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
절효과를 살펴볼 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지지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정책이 
지지해주지 못해 오히려 가족생활만족도가 떨어져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격차를 해소하여 사적영역에
서의 젠더불평등의 해소가 가족생활만족도의 향상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성휴가, 노동시간개혁 등 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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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와 본 논문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가족정책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그동안 가족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족정책 등 제도적 요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가족정
책의 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질 보다는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등 경제적 요인
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가족정책의 본래 목표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정책의 본래 목표인 가족
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정책의 요소
를 발견함으로써 가족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는 미시-거시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온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미시-거
시간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가족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가족정책의 지원유형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
였다. 가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개별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거
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개별정책을 중심으
로 살펴보는 작업은 실제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다양하게 구성되는 가족정책의 
통합적 이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정책과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과 함
께 이해해야 가족정책의 실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나 개별정책 중심의 
접근은 이러한 복잡성과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가족정책의 통합적 이해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활용한 접근은 가족정책을 
포괄하여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지점을 잘 포착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정책의 지원유형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알기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으며 가치나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어 순수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족정책에서 가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족정책을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
봄으로써 각 정책도구들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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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형별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정책
은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정책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됨을 확인하였다. 복지국
가의 정책은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성별분업과 가족임금체계를 기초로 만들어진 
전통적 복지국가정책은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삶을 설명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젠더관점의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복지국가의 영향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가족정책의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
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가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성역할태도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는 여성에게서만 나타났으며 현금정책이 
성별역할의식을 강화하여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정책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
결하고 가족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현금정책 높아질수록 
여성을 가족 내 돌봄 역할로 묶어두고 있어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여 가족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가치관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가족정책의 수립에 있어 성
별 및 가치관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은 한번 형성되면 오랜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정책이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구들과 
함께 활용된다면 가족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개인의 가치관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로 검증함으로
써 사회적 맥락과 선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합리주의적 접근을 중
심으로 수행되어 온 가족정책연구의 경향을 탈피하여 문화적 접근에 대한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정책이 구성하는 이해관계에 초
점을 두는 합리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주의에 따르면 구
조화된 행위자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인간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약
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선호의 
형성에 대하여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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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사회적 맥락, 선호로 성역할인식과 가족책임의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생활만족도로 살펴본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성역할인식과 가족책임의식이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책들의 지원 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
정할 수 있는 단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선호가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성역할태도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는 여성이 일을 하고 싶으나 사회의 성역할태도는 일하는 여성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적일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생활방식이 일치
할 때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성역할태도와 현금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 현금정책의 지출수준이 높을 경우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
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지지하는 삶의 방식을 가족정책이 지지해주지 못하면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근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
입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삶의 질
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는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의 반등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책수단들에 대한 고
려와 함께 사회전체의 성평등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다층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미시-거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다층
모형은 위계적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다층모형 분석은 다수의 개인
이 다수의 집단에 속해 있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 일반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경우 충족시키기 어려운 독립성, 동분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다층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책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치관 등 개인수준의 변수와 가족정책 등 국가수준의 변수의 영향력 
및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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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생활만족도를 활용하였으나 가족생활만족도만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가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의 개발 및 가족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족책임의식의 경우 가족 외 기
타로 측정되어 가족, 시장, 국가의 복지주체의 엄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
계를 가지고 있어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및 가치관의 변화
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친 영향과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가치 변화를 본 연구에서는 살펴
볼 수 없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정책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나 자녀관, 결혼관 등 가족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가치관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 사이의 차이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추후연구를 통
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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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gender roles, family responsibility 
the and family policy o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check the purposes of 
family policy. Fami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quality of 
family life. But studies related to the quality of family life have limitations 
to be understood centering on socio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on family policy are mainly 
concerned with 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public domain, especially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inequality, and studies on the quality of family 
life which are the private domain, are rarely condected. Studies examining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are difficult to examine the independent effects 
of each policy tool due to a tangible approach based on policy goals. On the 
other hand, studies that are interested in family life satisfaction mainly 
explain personal factors, failing to capture policy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recent years, the integration of policy factors has been attempted, bu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pply not only the incentives provided by the 
policy but also the effects of morals and values inherent in society to the 



168

result of the policy in an integrated manner. Moreo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family policy is not gender neutral and can bring different roles by 
gender, but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interest in the effects of policies 
that can vary by gender is not so grea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goals of family policy by select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s a 
variable that can measure the quality of family life and examining the impact 
of family policy and individual values on it. In this study,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values and 
family policies at the social level in an integrated manner. The effects of 
family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and values were examined by dividing 
gender role perception into female employment attitude and gender role 
attitude, and family policy was classified into cash, service, and time policies 
by type of support to see how it affects family life satisfaction.
 Using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2012(ISSP), 11,275 
respondents aged 20 to 45 from 22 countries excluding missing values such 
as no response. 22 OECD countries were selected. Results show that values 
were influen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 analysis of values can give you a 
glimpse into how widespread they are in your life. Depending on the type of 
values, the effects on different family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different, and the difference in values was found to lower family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women's employment attitude and family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gender equality was low. Just a few decades ago, after marriage, women 
were expected to devote themselves to care and housekeeping. The role of 
women is changing and creating a new balance. Women's education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men and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is increasing. With 
the widespread use of women's employment, women's economic autonomy 
increases, demands for lifelong paid work increase, an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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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is expected to 
change. 
 Second, an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 negatively affected family life 
satisfaction, but the higher the gender role attitude in society,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level. This is because individual values are gender 
equal, but the phenomenon of gender bias in reality has not yet been 
resolved,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s 
appear or that there is insufficient system to support gender role attitudes. 
Although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s increasing and gender 
equality in public areas such as politics is progressing, inequality in the 
private life area is still not resolved. There is an unstable balance that 
cannot be changed even in the family area. The greater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values, the more likely they will fall into an 
unstable equilibrium with a low fit between the desired and the outcome, and 
eventually family life satisfaction is expected to decline. For a new balance 
to harmonize work and family and increase family life satisfaction, men also 
need a change in life process as well as changes in the life process of 
women.
 Next, family policy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type of 
support.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family policy categorizing  
into cash, service, and time policies. Results show that cash and time policy 
did not have an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while service policy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family policies play a discriminatory role according to 
gender.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policies that showed effec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family policy on family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women than for men, indicating that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y was 
greater for women than for men. The service policy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women, and it is said that it improves family life satisfaction by helping 
to harmonize individual preferences by complementing the unstable balance 
that may be insufficient only by reallocation of gender roles in the home.
 When looking at the types of policy support, it was found that cas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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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significant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It can be inferred whether 
the child's allowance has a somewhat limited effect, given previous studies 
that it may play a role of gender neutrality or reinforce traditional gender 
roles. In addition, family policy is made up of several policy tools and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history and context of 
each country. Time policy has also been developed in various forms, and the 
effect is boun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time policy can be used in 
practice, whether wages can be replaced with sufficient amount to be utilized, 
and whether employment is continuously guaranteed. In some countries, 
family policies are organized around time policy and cash policy, but many 
parents have no choice but to realistically choose cash, which in turn 
emphasizes the role of women in the family, resulting in gender role attitude 
and role conflict.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polic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family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care. In particular, if 
the dilemma for work-family balance, expected by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continues in a situation where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centered on decommodification, institutionalized from 
a molar point of view, cannot cope with the risks of the new society, the 
conflict over domestic labor and the burden of care. You can expect this to 
continue. However, provision of care servic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individual preferences away from the obligation of direct ca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will maintain women's employment 
and affect their gender role attitude, which will increase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even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some 
models showed that time policy can negatively affect family life satisfaction. 
In case of Finland and Germany, the contents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re very similar, and the wage replacement rate in Finland is rather higher 
than in Germany, but the rate of use of parental leave in Germany is higher, 
which is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value that child rearing should take 
place at home, it can be expected that in countries with high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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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one's preferences related to work during 
the parenting period is also low, which may hinder family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family values and family policy could be 
confirmed. In the case of gender role attitude,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cash policy and service policy. In the case of female employment attitude,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moderating effec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were found. In the 
case of men,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rvice policy, and in the case of women,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on gender role attitude, cash, time policy, and female 
employment attitude.
 Overall,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cash policy on 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on family life satisfaction. In case of cash policy, the effect of 
redu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of gender role attitude is reinforced, and the 
effect is greater when women, especially those who do not perform full-time 
work, and have children. Although the cash policy recognizes the value of 
caring, it binds women to the role of caring within the family, so women give 
up low-wage labor and receive caring allowances to reinforce traditional 
gender roles, creating conflicts with individual gender role attitudes. 
 In case of men,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policy is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attitude. When the expenditure of the service policy 
is high, the more equal in gender role attitude, the higher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is, indicating that the provision of sufficient care services can 
offset the effect of reducing family life satisfaction of the gender role attitude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case of wome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time policy on the effect of the gender role attitud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ervice policy on the female employment attitude, and the cash 
policy on the gender role attitude appeared. It was found that if the spending 
of time policy is high, the more the gender role attitude is equal, the more 
the family life satisfaction can be increased. In the case of women working 
full-time, it was found that if the service policy expenditure was hi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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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female employment attitudes on family life satisfaction could be 
reduced, confirming the possibility that the cash policy could strengthen the 
traditional gender ro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family policy may not be consistent 
depending on gender and the level of values held by individuals, and that the 
effect of family policy may sometimes be reduced. These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may not coincide depending on the 
level of family value held by individuals, and sometimes it may appear as a 
pattern that reduce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so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consistency of the effect of family policy between countries. 
It provides a clue that there is, and shows that values and family policies 
can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gender. Therefore, if family policy is 
used together with policy tools that can induce changes in social and 
individual values, the effect of family policy is expected to be enhanced.
 Finall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lues through which an individual's 
way of life, values, and support directions of policies can determine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Currently, women no longer determine their 
behavior by their husband's income level. In important decisions such as 
childbirth, they make decisions based on their own circumstances, such as 
career prospects, income, and family-friendly policies. Looking at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gender role attitude affects only working women 
among women. Women want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to work, but 
the gender role attitude of society shows the possibility of negatively affecting 
working women, lower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The preferences formed socially in the way of life pursued by an 
individual are influencing the individual's family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reality that family life satisfaction increases as the gender role attitude of 
society becomes more equal when working, suggest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my quality of life when social norms match my lifestyle. Consider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cash policy, the policy 
could not support the way of life supported by the direction and valu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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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so the possibility of lowering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lowering th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private 
domain by resolving th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values will help 
improve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life, the 
creation of a family-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uch as paternal leave and 
working time reform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men and to 
increas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society.

keywords: family policy, family life satisfaction, gender role, family 
responsibility, interaction effect
Student number: 2012-3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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