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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1960년대 이후부터 서구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1990년대부터는 배우자폭력이 광범위한 

건강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건학 영역의 문제로도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저임금, 

결혼과 출산 전후 경력단절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자료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19~60세로 이후 5년간 유배우자 상태를 

유지한 여성 209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번째로 2013년과 2017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여성의 임시직 또는 일용직종사, 여성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일관된 방향으로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발생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번째로 5개년 자료를 차분적률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지위가 상용직일 때보다 일용직, 공공∙자활근로자일 때, 상용직일 

때보다 무급 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일 때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빈도가 증가했다. 여성의 높은 소득비중 역시 배우자 폭력 피해 

빈도를 증가시켰다. 

세번째로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별로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에만 상용직인 여성보다 일용직 

여성에게서, 상용직 여성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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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비중은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이 평등한 경우와 

불평등한 경우 모두에서 유의하게 폭력 피해를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고용안정성 향상이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임을 제시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지위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우자 폭력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젠더 형평 달성이 배우자 폭력 문제 해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언함과 동시에 배우자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여성 고용지위, 여성소득, 여성소득비중, 배우자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학   번 : 2019-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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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배우자폭력문제의 현황과 보건학적 영향 

 

배우자폭력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경제

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 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다(WHO, 

2002). WHO 자료에 의하면, 15-49세 여성의 25%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WHO, 

2021b). 국내의 경우 2019년 기준 지난 1년간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입

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피해율은 5.9%였으며, 4개 유형 폭력(신체적∙

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10.9%,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

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28.9%로 조사되었다(김정혜 외, 

2019).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제약되고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폭력 증가의 심각성

이 대두되고 있다. 

1996년 World Health Assembly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보건 

문제로 선언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보건영역의 이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따로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여성살해의 약 38%가 살해당한 여성의 파트너에 

의해서 행해진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 폭력은 자살의 위험을 높이고, 

만성통증, 위장장애, 우울증, PTSD, 불안장애,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신체∙정신적 건강문제와 상해를 유발하기도 한다(WHO, 2005). 

[그림1]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건강문제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도식으로 제시한다(W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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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배우자 폭력의 건강영향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에서 인용 

 

 

2. 여성의 고용지위와 소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낮은 고용지위의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늘어났고,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용지위는 한국사회의 한 중요 계층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김진영, 

송이은, 2012). 임시∙일용직은 재교육기회, 사회고용법의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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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며 업무자율성이 낮다(이상호, 2005).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능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김진영, 송이은, 

2012).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은 36.3%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고용상태는 고용률과 고용형태, 시간당 임금 세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성 69.8%보다 19.1% 낮으며 비정규직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에서 31.0%, 여성에서 47.4%로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통계청, 2021).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20년 기준 남성 대비 69.6%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혼 여성 중 다수가 결혼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만 25세~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3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진 외, 2019).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여성 취업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중이 

가장 높은 M자 형태를 그린다(부록 그림1). 즉, 경력이 단절된 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면 불안정한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이다. 임금수준을 2018년 물가적용하여 실질화 해 분석한 결과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평균임금 218.5만원에서 경력단절 이후 

191.5만원으로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졌으며 시간제, 10인미만 사업체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오은진, 2019). 

 

3.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 대한 배우자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과 성별규범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성별규범이 배우자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문화∙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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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가려지기도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동시에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이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와 가정 내 여성의 지위와 연관됨으로써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우자 폭력 관계를 설명한 이론들을 활용해 추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우자폭력 피해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부부의 근로소득 중 여성의 근로소득비중이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여성의 근로소득이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지위가 가지는 함의와, 여성이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로 및 구조가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지위의 

변화와 소득 및 소득비중의 변화가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단면연구임을 고려하여, 

다년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역인과의 문제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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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지위와 소득 및 소득비중이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고용지위는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소득은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소득비중은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위 영향은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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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배우자폭력 

 

현재 가정 내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지칭할 때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사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

로 여겨지던 ‘아내폭력(wife beating)’은 1960년대 서구의 여성해방

운동에 의해 비로소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3

년 United Nations은 아내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발생하며 여성

에게 신체적, 성적, 정신적 위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으

로 정의했다(Nations, U, 1993).  

이후 아내폭력은 주로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으로 통칭되다가 2005년 WHO보고서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라는 용어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를 

포함할 수 있는 ‘가정폭력’보다 선호된다는 설명(송아영, 2017)이 등장

한 무렵부터 IPV로 수렴하기 시작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혹은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위해

로서 신체적 공격, 성적 강제, 심리적 학대와 통제행동을 포함하는 개념

이다(WHO, 2021a).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포함하는 국내 조사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 그 외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있으며 이들 모두 법률혼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에 범위를 한정한다. 부부는 통념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 가운데서도 강한 예속관계에 놓여있다고 여겨지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유한다고 간주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자료원을 통해 식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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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한정하고 이를 

‘배우자 폭력(spousal violence)’으로 칭한다.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이하 인용한 원 출처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폭력’으로 표기하도록 하며 본문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배우자 폭력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배우자폭력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의 이론 틀이 있다.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주로 배우자폭력을 다층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간주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theories)을 채택한다.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설명한 사회학의 접근 방식으로 Bronfenbrenner(197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Heise, L. L. (1998)등에 의해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개인적 수준에서부터 관계적 수준, 

공동체 수준, 사회적 수준까지 여러 층위로 제시하는 이론 틀로 

도입되었다. 개인적 수준의 위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낮은 연령과 

음주, 우울, 낮은 소득과 유년기 학대 경험 등이고, 관계적 요소는 남성 

지배적 가정, 경제적 스트레스, 결혼 갈등이, 공동체적 요소로는 빈곤과 

사회자본 부족, 공동체의 가정폭력 묵인 등이 있으며 마지막 사회적 

요소는 전통적 성별규범, 폭력을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이다(Krug, E. G., 

Mercy, J. A., Dahlberg, L. L., & Zwi, A. B.,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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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우자 폭력의 생태학적 이론틀 

출처:  Ranganathan, M., Heise, L., Peterman, A., Roy, S., & 

Hidrobo, M. (2021)에서 인용 

 

배우자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시된 여러 요인들 중 

성역할(gender role)에 대한 사회적 관점은 특히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뛰어넘는 보편적 중요성을 가지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김은영, 윤민우, & 박선영, 2013). UN은 1993년 

보고서를 통해 배우자 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일종인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임을 

명시한 바 있다(Nations, U,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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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우자폭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 

 

여성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배우자폭력 피해의 관계를 예측하는 

다양한 관점의 모형과 이론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많은 이론틀이 유사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sko, S. M., 2010).  

초기에 제시된 스트레스이론(stress theory)에는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가족 내 스트레스가 배우자 폭력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가족 스트레스이론(family stress theory)과(Allen, C. M., & 

Straus, M. A., 1980), 스트레스와 좌절은 폭력을 유도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도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주장하는 환경 스트레스 

이론(environmental stress theory)이(Gil, D. G., 1986) 있다. 모두 

가구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폭력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며, 이후 

설명될 이론들이 부부의 상대적 지위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스트레스 

이론은 가구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우자 폭력 발생의 관계를 

살핀다.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한 경제학 이론에 뿌리를 둔다. 인간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교환이라는 중심 전제를 두며 Molm(1997) 등에 의해 

의존적 관계 내 권력의 작동을 설명하는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Molm, L. D., 1997). Gelles(1983)는 교환이론과 함께 

‘일탈적 범죄행위는 그 행동을 제재할 사회적 통제가 없을 때 

발생한다’는 사회통제이론의 전제를 수용하여, 가족 내 폭력은 폭력으로 

인한 대가가 보상보다 적다고 예상할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의 배우자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남성이 관계의 종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폭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Gelles, R. J.,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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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론에서 파생한 협상모델(bargaining model)은 아내와 남편의 

협상능력(bargaining power)을 폭력적 관계의 결정요인이라고 간주하는 

모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가계협상이론(household bargaining 

theory)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상승이 학대적 관계를 떠날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이로 인해 학대적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거나, 혹은 이를 

우려한 남편이 폭력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Amy Farmer, 

Jill Tiefenthaler, 1996.; Helen V. Tauchen, et al., 1991). 2015년 

멕시코에서 수행된 연구(Terrazas-Carrillo, E. C., & McWhirter, P. T., 

2015)는 여성의 취업이 배우자 폭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2016년 유럽 6개 도시에서 여성의 12개월 이상 실업을 측정한 

연구(Costa, D., et al., 2016)와 2021년 탄자니아에서 수행된 

연구(Kinyondo, A., & Joseph, M., 2021)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앞의 연구들이 개인 수준의 취업과 소득 변수를 활용한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한 Aizer의 연구는 현재의 실제 소득이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의 소득이 협상능력을 결정하고 이것이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지역수준의 변수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극도로 성별화된 두 산업영역에서 특정 기간동안 각각 임금이 변화한 

정도를 측정하여 성별 임금차이의 변화를 산출하고, 학대로 인한 여성의 

입원율을 폭력 발생 변수로 측정하여 성별 임금차이가 배우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Aizer, 2010). 연구결과 성별 임금차이의 

감소는 배우자폭력 발생 감소를 예측했다. 

유사하게는 남성의 소득 증가가 폭력을 증가시키고 소득감소가 

협상능력을 감소시켜 폭력을 줄인다는 내쉬 협상모델 (Nash-

bargaining model of domestic violence)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대공황 기간의 성별 실업률과 

배우자폭력 발생을 분석한 연구 (Anderberg, D., Rainer, H., 

Wadsworth, J., & Wilson, T., 2016)에서는 이 모델이 작동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재적 폭력성을 가진 남성이 있다. 이 남성은 

남성 실업률이 높을 때 폭력을 행사하면 여성이 자신을 쉽게 떠날 것을 

우려하여 폭력적 성향을 숨기지만, 여성 실업률이 높아지면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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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성을 떠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성을 숨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즉, 앞선 Aizer(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성별 실업 위험과 미래의 근로소득 전망에 의해 결정되는 배우자 

각각의 예상 수입에 의해 남성이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숨긴다는 

가설이다. 이 연구 결과 남성의 실업률이 증가할 때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할 때 배우자 폭력이 감소하여 

가설을 뒷받침했다.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교환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 학자는 자원이론과 교환이론이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자원이론을 교환이론의 틀 안에 포함된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Resko, S. M., 2010). 여기서 자원은 개인이 욕구를 

충족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Hese-Biber, & Williamson., 1984). 궁극적 

자원이론(ultimate resource theory)에서는 생계부양자가 되는 것은 

남성이 가정 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자원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가정 내 권력 획득을 위한 궁극적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Goode, 1971; Allen ＆ Straus, 1980;, Villarreal, 

2007). 한편, 반대로 자원이론의 개념을 활용해 남성의 수입이 높을 때 

폭력이 자원 기여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폭력 행사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Fox et al., 2002), 이 역시 자원이론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남성 백래시 모델(Male-backlash model)은 자원이론과 

페미니스트 관점이 통합된 모형으로, 이 모델에 의하면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성 역할에 변화가 생길 때, 남성들은 이전 

성역할의 권위를 잃은 것에 대해 보상받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가한다(Ross Macmillan, Rosemary Gartner, 1999). 

Macmillan과 Gartner의 연구에서 남성이 취업상태일 때는 여성의 

노동이 학대 위험을 낮췄지만 남성이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이 학대 위험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 결과가 

고용이 관계에서 경제적 자원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자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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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와 인도에서 여성의 취업이 배우자 폭력을 

정적으로 예측한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Canedo, A. P, & Morse, 

S. M., 2019; Biswas, C. S., 2017; Das, T., & Roy, T. B., 2020).  

다수의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 인식이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Vyas, S., & Heise, L., 

2014). Atkinson 등은 배우자 폭력의 발생에서 자원이론이 작동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젠더 자원이론(gendered resource theory)이라 

명명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Atkinson, M. P., Greensten, T. N., & Lang, M. M., 

2005),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 Atkinson 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상대적인 자원의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상대적 자원이 

폭력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에 따라 배우자 폭력 발생의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 전국가정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자료를 분석해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인” 남성이 

상대소득이 낮을 경우 배우자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발견했다. 성역할 인식이 평등한 남성의 경우 상대소득과 배우자폭력 

발생은 유의하지 않았다(Atkinson, M. P., Greensten, T. N., & Lang, M. 

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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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원 및 대상 

 

1. 연구 자료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제9~13차(2013~2017)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공동 주관 하에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되는 종단조사이며, 도시지역 및 농어촌 지역이 

모두 표본에 포함되어 전국적 대표성이 높은 패널자료이다. 모집단 

구성과 달리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이 전체 표본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과대표집된(김문길 & 전지현, 2015) 자료원의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노동 안정성이 낮은 가구 내에서의 

여성 노동과 가정폭력 피해 관계의 역동을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2013년도 자료 기준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유배우자 여성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배우자 

남성의 정보와 자녀의 연령 정보를 연구대상자인 여성의 자료와 

결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기간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유배우자 상태를 유지한 2,096명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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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난 1년간의 배우자 폭력 경험이다. 배우자

폭력 피해경험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

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문항의 

세 가지 폭력 종류에 대한 항목“가.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

다.”,“나.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

협을 가하였다.”,“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의 답으로 

측정하였다. 선택지는 각 항목별로 “1. 전혀없음”, “2. 1~2번”, “3. 

3~5번”, “4. 6번이상”, “0. 비해당”으로 주어졌고 3개 항목에 대한 

3점에서 12점까지의 총점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비해당”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폭력 위협, 

직접적 폭력행사 경험에 응답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내외의 다수 연

구에서는 각각의 가정폭력 경험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보다 종합하

여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배

우자폭력 응답의 총합을 변수로 사용하나, 폭력의 유형별로 영향이 상이

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응답수가 적은 신체적 폭력의 위협과 신체적 

폭력([표 3]참고)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총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여성의 고용지위이며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한 문항의 답변을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을 기준

삼아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

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이하 일용직으로 표기)”, “무급

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네 가지 범주로 재구성했다.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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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

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

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로 정의된다. 일용직은 근로계

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일당제 근무자인 경우이다. 무급가

족종사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제 노동여부와 노동의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고용지위를 통해 안정적 소득이 기대되는지 여부와 사

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했다. 두번째는 여성의 소득이다. 여성의 소득으로

는 여성 개인의 근로 소득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세번째 독립변수는 

여성소득 비중인데, 여성의 근로소득을 부부 근로소득의 합으로 나눈 값

을 적용했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남성의 연

령과 교육수준, 수입은 각각 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구수입과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여성의 연령은 조사 당시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만 나이

를 구성하여 각각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

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범주화 했다. 한 가지 이상 장

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이분형으로 측정하였으며 가구소득으로는 가구가

처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가구균등화 소득을 

연속형 변수로 적용하였다. 가구 자산은 가구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는데, 총자산에는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 포

함되고 총부채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 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곗돈 등이 포함된다.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인식은 “여성

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

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남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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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다.” 세 개의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총점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

한 편견이 강함을 의미한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음주에 관한 설문은 

WHO에서 개발한 AUDIT 척도를 활용한다. AUDIT 척도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

의 3개 영역에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의 문제음주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 10개 문항의 값을 합하여 총점으

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과 배우자 남성의 우울 수준은 CESD-11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 “1.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2.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4.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이상)”을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높

아지도록 코딩하여 총점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인 한국복

지패널에서는 동거중인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를 구성하므로 조사 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정보만을 식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하 변수로 포함된 자녀는 동거중인 자녀만을 의미함을 명시한

다. 통제변수로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의 연령

만을 포함했으며 여성의 취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

로 “1. 자녀없음”. “2. 미취학자녀”, “3. 취학 미성년자녀”, “4. 

성인자녀”와 같이 범주화 하여 구성했다. 여성의 학력은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교”,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를 명목형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입학부터 졸업 까지를 포함한다. 저소득가구 

여부는 패널 자료에서 정의한대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이분형 변

수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하는 “1. 대도

시”, 시 단위의 “2. 중소도시”, “3. 군 이하” 세 단위로 나누어 구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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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비고 측정 

종속 

변수 
배우자 폭력 경험 연속형 

1. 전혀없음   2. 1~2 번   3. 3~5 번   4. 6 번이상   0. 비해당  (3 개문항 

총점)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독립 

변수 
고용지위 명목형 

1. 상용직  2.임시직  3.일용직,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4.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소득 연속형 

상용근로자소득, 임시∙일용근로자 소득, 고용주∙자영자 소득, 부업소득, 농림축어업 

경영주 소득의 합 

 여성 소득비중 연속형 여성소득/부부총소득(여성소득, 남성소득의 합) 

 

 

 

 

여성 연령 범주형 1.29 세 이하  2. 30~39 세 3. 40~49 세  4. 50~59 세  5. 60 세 이상 

장애 여부 명목형 
1. 장애없음  2. 장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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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   

하위 

분석    

범주 

변수 

여성 학력 명목형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 6. 대학교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지역구분 명목형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 이하 

가구 소득 연속형 가구균등화소득(가구가처분소득/√(가구원수)) 

가구 자산 연속형 가구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가구총부채 

저소득가구 여부 범주형 1. 일반가구 2.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60%기준) 

동거자녀 연령기 범주형 1. 자녀없음 2. 미취학자녀 3. 취학 미성년자녀 4. 성인자녀 

여성 성 역할 인식 연속형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3 개문항 총점)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남성 성 역할 인식       연속형       3 개문항 총점(최저 3 점 최고 15 점)  

남성 문제음주 정도 연속형 10 개문항 총점(최저 10 점 최고 46 점) 

여성 우울 수준 연속형 CESD-11 의 11 개 문항 총점(최저 11 점 최고 44 점) 

남성 우울 수준 연속형 CESD-11 의 11 개 문항 총점(최저 11 점 최고 4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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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2017년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분석에 STATA∙SE 14.2를 사용했고, 기술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통합표본에 부여하는 표준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군과 경험하지 않은 군을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X2-test를 수행하였다. 

시작연도인 2013년과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 소득비중이 배우자폭력 피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IPVit= 

β0+β1IPVit-1+β2X
0
it+β3X

1
it+β4X

2
it+β5X

3
it+β6X

4
it 

+β7X
5
it+β8X

6
it+β9X

7
it +β10X

8
it +β11X

9
it +β12X

10
it +ui+εit 

               i = 1, 2, 3, …        t = 2013, 2016, … , 2017 

 

IPV: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수준 

X0: 여성의 고용지위(ES)/소득(INC)/소득비중

(rINC) 

X1: 여성의 연령  

X2: 여성의 장애여부 

X3: 가구소득   

X4: 가구자산 

X5: 여성의 성역할 인식 

X6: 남성 배우자의 성역할 인식 

X7: 남성 배우자의 문제음주 수준 

X8: 동거자녀 연령기 

X9: 여성 우울 수준 

X10: 남성 우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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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 모형을 1차 차분한 후 IPVit-1 변수의 과거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차분적률방법(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difference-GMM)을 활용한다. GMM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의 특성인 오차항 ui가 소거된다. 따라서 여성의 폭력 

수용도, 남성의 통제 수준, 유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목격 경험 등 

배우자폭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내생적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GMM추정법 

적용은 배우자폭력 피해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데도 유용하다(RM Tolman, 2005). 

GMM추정법은 독립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많은 

과대식별모형이 적절하다는 조건과 차분한 오차항(∆εi)에 자기상관이 

없다는 특정한 적률조건들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정하기 위해 sargan검정과 Arellano and 

Bond(1991)검정을 시행한다(민인식, 최필선, 2019).  

먼저 오차항과 상관없음에 대한 검정을 위해 귀무가설을 오차항과 

상관없음으로 세운다. 이는 내생적 설명변수보다 도구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과대식별 모형에서 과대식별 조건의 적절성을 검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Sargan 검정을 하였다. 한편 Sargan 검정은 고유오차에 

이분산성이 없을 때만 타당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이분산성에 견고한 

Hansen J 검정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또한, 고유오차 εit에 시계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εit에 시계열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εit에 시계열 상관이 없다면 ∆εit와 ∆εit-1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차 이상인 ∆εit-2이상에서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Arellano-Bond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에 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추정량의 일치성 검정 

  X2 df p>X2   z p>z 

Sargan 24.35 20 0.227 AR(1) -7.27 0.000  

Hansen 17.91 20 0.593 AR(2) 0.33 0.742 

 



 

 25 

  X2 df p>X2   z p>z 

Sargan 24.35 20 0.227 AR(1) -7.27 0.000  

Hansen 17.91 20 0.593 AR(2) 0.33 0.742 

 Sargan 및 Hansen 검정 결과 X2 값이 유의수준 10%하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며, 이는 과대식별이 적절하여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는 적률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유오차 εit에 시계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Arellano-Bond 

검정 결과, 차수 1의 검정통계량은 p<.000수준에서 유의하여 1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2계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차분 적률법을 이용한 추정량은 

일치 추정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별로 여성의 고용지위변화가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tkinson 등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과 배우자폭력 피해의 관계는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남성의 

성역할 인식은 3점에서 9점까지 평등한 성역할 인식으로, 10점에서 

15점까지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으로 분류하였고 2013년의 성역할 인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범주화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위와 동일하게 

차분적률법을 활용한다.  

넷째, 폭력의 유형별로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

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의 위협 및 행

사, 모욕적∙악의적인 이야기 경험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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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여부의 차이 

 

1. 일반적 특성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연소득 평균은 1325.23원이었고 

소득 최댓값은 14140원이었다. 여성의 소득비중 평균은 0.247로, 소득비중 

산정 기준에 따라 부부의 소득이 동일할 때의 소득비중이 0.5임을 상기하면 

낮았다. 여성의 평균연령은 약 48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약 51.3세로 여성의 

연령이 약 3세 낮았고 학력은 비슷했다. 첫째 자녀의 평균연령은 16.3세였으며, 

가구자산 평균은 20,662만원, 가구연소득 평균은 3439만원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 평균값은 유사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7년)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배우자폭력경험      

  모욕∙악의적 

이야기 
2012 1.284 0.665 1 4 

  신체적 위협 2012 1.029 0.214 1 4 

  신체적 폭력 2012 1.008 0.094 1 3 

고용지위 1873 2.839 1.252 1 4 

여성 소득 2012 1325.23 1755.40 0 14140 

여성 소득비중 1949 0.247 0.28 0 1.767 

여성 연령 2012 48.036 8.942 23 63 

남성 연령 2005 51.321 9.729 26 81 

여성 학력 2012 5.347 1.252 2 9 

남성 학력 2005 5.572 1.334 2 9 

지역구분 2012 1.724 0.70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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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부 2012 0.093 0.832 0 15 

자녀 연령 1585 16.304 9.243 0 45 

가구 자산 1685 20662 45526.31 -145729 649147 

가구 소득 2012 3439.13 3118.91 -104191 42288.5 

여성 성 역할 

인식 
2012 9.658 1.829 3 15 

남성 성 역할 

인식 
2012 9.668 1.916 3 15 

남성 문제음주 

정도 
1439 17.202 4.759 10 44 

 

 

2. 폭력 유형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빈도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의 유형별 빈도는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 경험이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위협이 그 다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약 19%였으며 6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2.44%였다.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경험한 비율은 약 2.2%였으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전체의 0.75%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 폭력의 유형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빈도(2017년) 

모욕∙악의적이야기 경험 (N=2012)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없음 1631 81.06 81.06 

1~2 번 239 11.88 92.94 

3~5 번 93 4.62 97.56 

6 번 이상 49 2.44 100 

신체적폭력 위협 경험 (N=2012)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없음 1968 97.81 97.81 

1~2 번 34 1.69 99.5 

3~5 번 6 0.3 99.8 

6 번 이상 4 0.2 100 

신체적폭력 행사 경험 (N=2012) 빈도  백분율(%) 누적백분율(%) 

전혀없음 1997 99.25 99.25 

1~2 번 14 0.7 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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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번 1 0.05 1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여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수행하였다. 기대 도수가 작은 범주가 

있으면 영가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X2이 카이제곱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원성호 & 김호, 2017), 검정을 하기 전 기대도수의 값이 

5미만인 셀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모든 셀의 기대도수가 5를 넘었기에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여성의 고용지위에 따른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여부의 차이는 

2013년도와 2017년도 모두에서 유의했다. 일관적으로 여성이 임시직과 

일용직, 자활∙공공근로에 종사하는 것과 높은 배우자 폭력 피해 

사이에서 관련성이 나타났다. 여성 소득의 경우 소득이 0인 

연구대상자가 전체의 약 40%였기에 40%까지인 1, 2분위를 합하여 

구성하였으며, 폭력피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부소득 중 

여성소득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 근로소득의 1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높음과 낮음을 나누었고, 2017년에만 높은 여성소득 비중과 배우자폭력 

피해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 연령의 경우 2013년과 2017년에서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폭력 피해가 낮아졌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배우자 남성의 연령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은 2013년 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하였으나 뚜렷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의 

장애는 모두 폭력피해 경험 여부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적은 가구자산과 

저소득가구여부, 낮은 가구 소득, 낮은 남성의 소득이 모두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경험과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2017년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종합하면, 2013년과 2017년 모두 일관된 방향으로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 발생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여성의 

임시직 또는 일용직종사 여부, 여성의 장애 여부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폭력 경험 여부 (2013 년) 

     

변수 

폭력피해경험 

없음 

명,(%) 

폭력피해경험 

있음 

명,(%) 

총 합 

명,(%) 

P 

value 

여성의 

고용지위(N=1863) 
        

상용직 319 73 392  

 81.38 18.62 100.00  

임시직 252 84 336  

 75.00 25.00 100.00 0.0401  

일용직/공공∙자활근로 101 42 143  

 70.63 29.37 100.0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760 232 992  

  76.61 23.39 100.00   

여성소득 4 분위(N=2011)         

1 657 198 855  

 76.84 23.16 100.00  

2 302 102 404  

 74.75 25.25 100.00  

3 315 97 412 0.2478  

 76.46 23.54 100.00  

4 275 65 340  

  80.88 19.12 100.00   

여성소득비중(N=1964)         

낮음 1463 429 1892  

 77.33 22.67 100.00  

높음 52 20 72 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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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2 27.74 100.00   

여성의 연령(N=2011)         

29 세 이하 63 14 77  

 81.82 18.18 100.00  

30~39 세 483 128 611  

 79.05 20.95 100.00 0.3021  

40~49 세 513 160 673  

 76.23 23.77 100.00  

50~59 세 490 160 650  

 75.38 24.62 100.00  

60 세 이상 0 0 0  

  (0) (0) (0)   

남성의 연령(N=1997)         

29 세 이하 16 4 20  

 80.00 20.00 100.00  

30~39 세 374 103 477  

 78.41 21.59 100.00  

40~49 세 501 142 643 0.4521  

 77.92 22.08 100.00  

50~59 세 465 146 611  

 76.10 23.90 100.00  

60 세 이상 179 67 246  

  72.76 27.24 100.00   

여성 교육수준(N=2011)         

무학(만 7 세이상) 5 5 10  

 50.00 50.00 100.00  

초등학교 110 54 164  

 67.07 32.93 100.00  

중학교 170 62 232 0.0014  

 73.28 26.7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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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654 196 850  

 76.94 23.06 100.00  

전문대학 253 55 308  

 82.14 17.86 100.00  

대학교 326 78 404  

 80.69 19.31 100.00  

대학원(석사) 29 11 40  

 72.50 27.50 100.00  

대학원(박사) 2 1 3  

  66.67 33.33 100.00   

남성 교육수준(N=1997)         

무학(만 7 세이상) 5 4 9  

 55.56 44.44 100.00  

초등학교 90 41 131  

 68.70 31.30 100.00  

중학교 145 61 206 0.0109  

 70.39 29.61 100.00  

고등학교 601 178 779  

 77.15 22.85 100.00  

전문대학 197 58 255  

 77.25 22.75 100.00  

대학교 421 98 519  

 81.12 18.88 100.00  

대학원(석사) 63 20 83  

 75.90 24.10 100.00  

대학원(박사) 13 2 15  

  86.67 13.33 100.00   

지역(N=2011)         

대도시 684 203 887  

 77.11 22.8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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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643 182 825 0.4280  

 77.94 22.06 100.00  

군 이하 222 77 299  

  74.25 25.75 100.00   

장애여부(N=2011)         

비장애 1518 440 1958  

 77.53 22.47 100.00  

장애 31 22 53 0.0012  

  58.49 41.51 100.00   

동거자녀 

연령기(N=2011) 
        

동거자녀없음 307 106 413  

 74.33 25.67 100.00  

미취학동거자녀 460 131 591  

 77.83 22.17 100.00  

미성년동거자녀 397 121 518 0.4306  

 76.64 23.36 100.00  

성인동거자녀 385 104 489  

  78.73 21.27 100.00   

가구자산 5 분위(N=2011)         

1 304 101 405  

 75.06 24.94 100.00  

2 280 117 397  

 70.53 29.47 100.00  

3 315 93 408 0.0010  

 77.21 22.79 100.00  

4 324 80 404  

 80.20 19.80 100.00  

5 326 71 397  

  82.12 17.88 100.00   

저소득가구여부(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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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1434 391 1825  

 78.58 21.42 100.00  

저소득가구 115 71 186 0.0000  

  61.83 38.17 100.00   

가구소득 5 분위(N=2011)         

1 337 154 491  

 68.64 31.36 100.00  

2 339 102 441  

 76.87 23.13 100.00  

3 311 83 394 0.0000  

 78.93 21.07 100.00  

4 292 66 358  

 81.56 18.44 100.00  

5 270 57 327  

  82.57 17.43 100.00   

남성소득 5 분위(N=1997)         

1 269 122 391  

 68.80 31.20 100.00  

2 308 111 419  

 73.51 26.49 100.00  

3 348 96 444 0.0000  

 78.38 21.62 100.00  

4 333 76 409  

 81.42 18.58 100.00  

5 277 57 334  

  82.93 17.07 100.00   

남성성역할인식(N=2011)         

낮음(상대적 평등) 487 137 624  

 78.04 21.96 100.00  

높음(상대적 불평등) 1062 325 1387 0.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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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7 23.43 100.00   

남성문제음주정도 (N=1533)       

낮음 794 203 997  

 79.64 20.36 100.00  

높음 390 146 536 0.0022  

  72.76 27.24 100.00   

남성우울정도 (N=1928)         

낮음 630 137 767  

 82.14 17.86 100.00  

높음 855 306 1161 0.0000  

  73.64 26.36 100.00   

여성우울정도 (N=2011)         

낮음 594 105 699  

 84.98 15.02 100.00  

높음 955 357 1312 0.0000  

  72.79 27.2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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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폭력 경험 여부 (2017 년) 

     

변수 

폭력피해경험 

없음 

명,(%) 

폭력피해경험 

있음 

명,(%) 

총 합 

명,(%) 

P 

value 

여성의 

고용지위(N=1873) 
        

상용직 335 68 403  

 83.13 16.87 100.00  

임시직 334 99 433  

 77.14 22.86 100.00 0.0010  

일용직/공공∙자활근로 68 31 99  

 68.69 31.31 100.0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774 164 938  

  82.52 17.48 100.00   

여성소득 4 분위(N=2012)         

1 634 131 765  

 82.88 17.12 100.00  

2 287 80 367  

 78.20 21.80 100.00  

3 309 74 383 0.2477  

 80.68 19.32 100.00  

4 396 101 497  

  79.68 20.32 100.00   

여성소득비중(N=1949)         

낮음 1520 350 1870  

 81.28 18.72 100.00  

높음 58 21 79 0.081  



 

 36 

  73.42 26.58 100.00   

여성의 연령(N=2012)         

29 세 이하 16 2 18   

 88.89 11.11 100.00  

30~39 세 324 70 394  

 82.23 17.77 100.00 0.3458  

40~49 세 568 153 721  

 78.78 21.22 100.00  

50~59 세 504 119 623  

 80.90 19.10 100.00  

60 세 이상 214 42 256  

  83.59 16.41 100.00   

남성의 연령(N=2005)         

29 세 이하 3 0 3  

 100.00 0.00 100.00  

30~39 세 202 51 253  

 79.84 20.16 100.00  

40~49 세 534 131 665 0.5484  

 80.30 19.70 100.00  

50~59 세 490 123 613  

 79.93 20.07 100.00  

60 세 이상 392 79 471  

  83.23 16.77 100.00   

여성 교육수준(N=2012)         

무학(만 7 세이상) 8 0 8  

 100.00 0.00 100.00  

초등학교 131 34 165  

 79.39 20.61 100.00  

중학교 182 49 231 0.5029  

 78.79 21.2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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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673 166 839  

 80.21 19.79 100.00  

전문대학 251 61 312  

 80.45 19.55 100.00  

대학교 334 70 404  

 82.67 17.33 100.00  

대학원(석사) 43 6 49  

 87.76 12.24 100.00  

대학원(박사) 4 0 4  

  100.00 0.00 100.00   

남성 교육수준(N=2005)         

무학(만 7 세이상) 6 3 9  

 66.67 33.33 100.00  

초등학교 106 21 127  

 83.46 16.54 100.00  

중학교 154 54 208 0.2298  

 74.04 25.96 100.00  

고등학교 637 141 778  

 81.88 18.12 100.00  

전문대학 206 50 256  

 80.47 19.53 100.00  

대학교 422 97 519  

 81.31 18.69 100.00  

대학원(석사) 75 16 91  

 82.42 17.58 100.00  

대학원(박사) 15 2 17  

  88.24 11.76 100.00   

지역(N=2012)         

대도시 688 169 857  

 80.28 19.7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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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690 163 853 0.7817  

 80.89 19.11 100.00  

군 이하 248 54 302  

  82.12 17.88 100.00   

장애여부(N=2012)         

비장애 1589 370 1959  

 81.11 18.89 100.00  

장애 37 16 53 0.0392  

  69.81 30.19 100.00   

동거자녀 

연령기(N=2012) 
        

동거자녀없음 343 84 427  

 80.33 19.67 100.00  

미취학동거자녀 356 82 438  

 81.28 18.72 100.00  

미성년동거자녀 439 115 554 0.6049  

 79.24 20.76 100.00  

성인동거자녀 488 105 593  

  82.29 17.71 100.00   

가구자산 5 분위(N=1685)         

1 293 75 368  

 79.62 20.38 100.00  

2 146 41 187  

 78.07 21.93 100.00  

3 209 39 248 0.4963  

 84.27 15.73 100.00  

4 285 65 350  

 81.43 18.57 100.00  

5 434 98 532  

  81.58 18.42 100.00   

저소득가구여부(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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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1490 347 1837  

 81.11 18.89 100.00  

저소득가구 136 39 175 0.2756  

  77.71 22.29 100.00   

가구소득 5 분위(N=2012)         

1 235 63 298  

 78.86 21.14 100.00  

2 255 68 323  

 78.95 21.05 100.00  

3 321 84 405 0.3728  

 79.26 20.74 100.00  

4 380 80 460  

 82.61 17.39 100.00  

5 435 91 526  

  82.70 17.30 100.00   

남성소득 5 분위(N=2005)         

1 313 76 389  

 80.46 19.54 100.00  

2 266 69 335  

 79.40 20.60 100.00  

3 297 78 375 0.6850  

 79.20 20.80 100.00  

4 334 73 407  

 82.06 17.94 100.00  

5 411 88 499  

  82.36 17.64 100.00   

남성성역할인식(N=2012)         

낮음(상대적 평등) 625 132 757  

 82.56 17.44 100.00  

높음(상대적 불평등) 1001 254 1255 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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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6 20.24 100.00   

남성문제음주정도 (N=1439)       

낮음 764 154 918  

 83.22 16.78 100.00  

높음 389 132 521 0.0001  

  74.66 25.34 100.00   

남성우울정도 (N=1908)         

낮음 825 134 959  

 86.03 13.97 100.00  

높음 724 225 949 0.0000  

  76.29 23.71 100.00   

여성우울정도 (N=2012)         

낮음 821 124 945  

 86.88 13.12 100.00  

높음 805 262 1067 0.0000  

  75.45 24.5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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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1.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가장 먼저 세 독립변수들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고

려하여 각 연도별로 변수 간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높은 상관성이 도

출되지 않았다(부록 표1, 2). 또한 마찬가지로 각 연도별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하여 검정한 결과 각각의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는 고용과 소득의 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세 변수

들 중 차례대로 하나의 변수만을 모형에 넣어 각각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세 변수를 동시에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함으로써 나머지 두 변수의 

영향을 제거한 독립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설계된 총 네 개의 모형 

중 Model1은 여성의 고용지위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이고, 

Model2는 여성의 소득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 Model3은 여성의 

소득비중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이며, 마지막 Model4는 세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독립변수인 여성 고

용지위의 경우, 모형1에서는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

동인구의 배우자폭력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과 

여성소득비중을 통제한 모형4에서는 상용직보다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배우자 폭력 경험 빈도가 높았

다. 두번째 독립변수인 여성 소득의 경우 모형2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배

우자 폭력 피해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4에서는 배우

자폭력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소득비중

이 높아지면 배우자폭력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모형3과 모형4 모두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세가지 독립변수 외에는 적은 가구자산과 배우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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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높은 문제음주 수준이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경험 증가에 일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 변화가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지난 해 배우자 

폭력 경험 

0.067 0.062 0.082** 0.090** 

(0.043) (0.042) (0.042) (0.043) 

여성 고용지위 

(Ref.상용직)     
 

임시직 

 

0.074 

  
 

0.094 

 (0.087) 
  

(0.089) 

일용직/ 

공공∙자활근로 

0.190 
  

0.242* 

(0.138) 
  

(0.14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0.163* 

  
 

0.269*** 

(0.084) 
  

(0.097) 

여성소득 
 

0.000* 
 

0.000 

  
 

(0.000) 
 

(0.000) 

여성소득비중 
  

0.301*** 0.383** 

  
  

(0.109) (0.179) 

여성연령 -0.014 -0.022** -0.024** -0.020* 

  (0.011) (0.010) (0.010) (0.011) 

장애여부 -0.447 -0.436 -0.430 -0.436 

  (0.299) (0.300) (0.301) (0.299)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자산 -0.031* -0.028* -0.028* -0.032** 

  (0.016) (0.015) (0.015) (0.016) 

여성 성 인식 -0.008 -0.008 -0.008 -0.008 

  (0.011) (0.010) (0.011) (0.011) 

 

남성 성 인식 

 

-0.006 

 

-0.007 

 

-0.011 

 

-0.011 

 (0.011) (0.010) (0.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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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문제음주 수준 0.014*** 0.013** 0.012** 0.013** 

  (0.005) (0.005) (0.005) (0.005) 

자녀 연령기 

(Ref. 자녀없음)     
 

미취학 동거자녀 

 

0.020 

 

0.001 

 

-0.006 

 

0.015 

 (0.126) (0.119) (0.118) (0.125) 

취학미성년동거자녀 0.055 0.049 0.034 0.042 

 (0.121) (0.115) (0.115) (0.120) 

성인 동거자녀 0.077 0.052 0.033 0.057 

  (0.104) (0.098) (0.099) (0.105) 

여성 우울 수준 

 

0.014** 

(0.007) 

0.014** 

(0.007) 

0.010 

(0.007) 

0.010 

(0.007) 

남성 우울 수준 

 

0.010 

(0.007) 

0.010 

(0.007) 

0.009 

(0.007) 

0.008 

(0.007) 

Constant 3.315*** 3.838*** 3.919*** 3.481*** 

  (0.555) (0.525) (0.523) (0.562) 

관측수 3,402 3,718 3,646 3,330 

N 1,392 1,495 1,473 1,370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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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별 여성의 

고용지위와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를 비교한 결과,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 여성의 

소득비중만이 배우자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고용지위와 여성의 소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상용직 여성보다 

일용직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 비중이 높을 

때에도 폭력 피해는 증가하였으나 소득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의 요소로 남성의 우울 수준이 높을 때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가 

증가했다. 

 

[표 8]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별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성역할인식 평등 

배우자폭력경험 

성역할인식 불평등 

배우자폭력경험 

지난 해 배우자 폭력 경험 -0.070 0.194*** 

(0.058) (0.070) 

여성 고용지위 

(Ref.상용직)   
임시직 0.078 0.063 

 (0.141) (0.116) 

일용직/ 

공공∙자활근로 

0.048 0.284* 

(0.193) (0.165)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098 0.332*** 

(0.141) (0.124) 

여성소득 -0.000 0.000 

  (0.000) (0.000) 

여성소득비중 0.492* 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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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7) (0.232) 

여성연령 -0.013 -0.002 

  (0.030) (0.019) 

장애여부 -22.718 -0.084 

  (26.372) (0.084)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가구자산 

 

0.008 

(0.041) 

-0.028 

(0.021) 

여성 성역할 인식 -0.033 0.004 

  (0.024) (0.017) 

남성 성역할 인식 

 

0.003 

(0.015) 

-0.027 

(0.017) 

남성 문제음주 정도 0.010 0.010 

  (0.011) (0.007) 

자녀 연령기 

(Ref. 자녀없음)   
미취학 동거자녀 0.103 -0.163 

 (0.158) (0.162) 

취학 미성년 동거자녀 0.052 -0.049 

 (0.159) (0.158) 

성인 동거자녀 0.108 -0.070 

  (0.147) (0.131) 

여성 우울 수준 

 

0.013 

(0.011) 

0.012 

(0.009) 

남성 우울 수준 

 

0.018 

(0.019) 

0.016* 

(0.009) 

Constant 4.002*** 2.388*** 

  (1.251) (0.909) 

관측수 1,254 2,076 

N 811 1,139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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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유형별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자폭력의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조사된 폭력의 

유형 세가지 중 신체적 폭력 피해의 응답수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우 적어 신체적 폭력의 위협 발생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은 상용직보다 일용직여성,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많았으며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언어, 정서적 

폭력의 피해가 증가했다. 한편 신체적 폭력의 위협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빈도는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높았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으면 

신체적 폭력과 위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유형별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욕∙악의적 이야기 

  

신체적 위협 및 

폭력 

지난 해 모욕∙악의적 이야기 

경험  

0.038  

(0.321)  

지난 해 신체적 위협 및 폭력 

경험 

 0.155 

(0.111) 

여성 고용지위 

(Ref.상용직)   
임시직 0.046 0.041 

 (0.069) (0.041) 

일용직/ 

공공∙자활근로 

0.211* 0.006 

(0.111) (0.057)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0.182** 0.075* 

(0.080) (0.041) 

여성소득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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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0.000) 

여성소득비중 0.282** 0.146** 

  (0.129) (0.072) 

여성연령 -0.013 -0.003 

  (0.010) (0.004) 

장애여부 -0.394 -0.027 

  (0.305) (0.038)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가구자산 

 

-0.021 

(0.014) 

-0.008 

(0.006) 

여성 성역할 인식 

 

-0.011 

(0.009) 

0.004 

(0.006) 

남성 성역할 인식 

 

-0.002 

(0.009) 

-0.009* 

(0.005) 

남성 문제음주 정도 0.006 0.006** 

  (0.004) (0.002) 

자녀 연령기 

(Ref. 자녀없음)   
미취학 동거자녀 -0.048 0.015 

 (0.096) (0.052) 

취학 미성년 동거자녀 -0.020 0.021 

 (0.094) (0.049) 

성인 동거자녀 0.010 -0.030 

  (0.090) (0.029) 

여성 우울 수준 

 

0.006 

(0.005) 

0.002 

(0.004) 

남성 우울 수준 

 

0.008 

(0.005) 

0.003 

(0.004) 

Constant 1.608*** 1.680*** 

  (0.479) (0.284) 

관측수 3,330 3,330 

N 1,370 1,370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48 

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2013년과 2017년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5개년 자료로 동태적 

모형을 활용해 여성의 고용지위와 소득 및 소득비중이 배우자폭력 피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젠더 이데올로기가 배우자폭력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고려하여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별로 

다시 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도와 2017년도 자료에서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높은 여성 소득비중이 배우자폭력 피해와 유의하였으며 이 결과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2013년도에는 적은 가구자산, 가구소득, 

낮은 남성의 소득이 배우자여성의 높은 배우자폭력 피해 위험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가정 내 폭력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론(Gelles, R. J., 1972; Straus, 

M. A., 1980)과 일치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Ahmadabadi, Z., Najman, 

J. M., Williams, G. M., & Clavarino, A. M., 2020)을 일부만 지지한다. 

스트레스 이론을 채택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좌절감이 폭력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에는 많은 촉발점, 매개 

요소가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Farrington, K., 1986). 

2017년도에는 모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교육수준은 일관된 상관성이 보이지 않아 남성의 높은 

학력과 배우자 폭력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국내 선행연구(김은영, 

윤민우, & 박선영., 2013)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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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가정폭력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여성이 장애를 가진 경우도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배우자폭력 발생 여부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Chirwa, E., Jewkes, R., Van Der Heijden, I., & Dunkle, K., 

2020). 

둘째, 여성의 고용지위를 단독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1 의 경우 

여성이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일 때 배우자 

폭력 경험 빈도가 높아졌으며, 소득과 소득비중의 효과를 제거한 

모형 4 에서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인 여성이,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여성이 높은 배우자폭력 경험 

빈도를 보였다. 해당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낮은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을 예측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했다(Terrazas-Carrillo, E. C., & 

McWhirter, P. T., 2015;Costa, D., et al., 2016; Kinyondo, A., & 

Joseph, M., 2021). 여성의 높은 소득은 모형 2 에서만 배우자폭력 경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부 중 여성의 높은 소득비중은 

모형 3 에서와 모형 4 에서 모두 배우자폭력 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결과는 백래시 모델을 지지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Anderson, K. L., 1997; Atkinson, M. P., Greensten, 

T. N., & Lang, M. M., 2005; 신나래, 이영수, 2017; Dalal, 2011; 

김은영, 윤민우, & 박선영., 2013).  

셋째, 배우자 남성의 성역할 인식 수준에 따라 여성의 고용지위 및 

소득변화가 배우자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여성의 높은 

소득비중만이 배우자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배우자 

남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여성의 

고용지위가 상용직일 때보다 일용직일 때, 상용직일 때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일 때 배우자 폭력 피해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높은 소득 비중 역시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을 높였다. 여성의 상대적 자원이 배우자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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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inson 등의 연구(Atkinson, M. P., Greensten, T. N., & Lang, M. 

M., 2005)에서는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인’ 남성의 경우에만 높은 

여성의 소득비중이 배우자폭력 피해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인식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남성과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남성 모두에서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으면 배우자 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역할 인식 수준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총점 9점이, 세 문항에 모두 ‘그저 그렇다’고 답한 

경우의 점수와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진술한 문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성역할 

인식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분류한 기준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추후 성역할 인식 수준을 더 엄격하게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성의 성역할 인식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우 여성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할 때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소득과 고용안정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남성이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에만 지난해 배우자 폭력 발생과 다음해 배우자 

폭력 발생 간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폭력이 반복∙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폭력의 종류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체적 위협 및 폭력은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의성을 보였으나 

상용직보다 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일 때,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을 때 배우자 폭력 위험이 높아지는 양상은 동일하였다.  

모형1을 통해 현실에서 소득 및 소득 비중의 효과가 여성의 

고용지위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함을 알 수 있다. 모형 2, 3, 4를 

통하여 배우자 폭력 피해에는 절대적 소득보다 배우자 남성과 비교한 

상대적 소득인 소득비중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록 표 4]는 본문의 [표 6]에서 여성과 배우자 남성의 우울 

변수를 제외한 분석 결과이다. 즉 결과에 우울변수의 영향을 포함한 

것인데, 이 경우 여성의 고용지위와 소득비중의 영향이 약간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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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높은 소득비중이 우울을 경유하여 배우자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경우 배우자 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결과에는 두가지 설명이 따른다. 첫번째로 배우자 남성이 여성이 떠날 

것을 우려하여 폭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를 떠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가계협상이론(household 

bargaining theory)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Amy Farmer, Jill 

Tiefenthaler, 1996.; Helen V. Tauchen, et al., 1991; Terrazas-

Carrillo, E. C., & McWhirter, P. T., 2015; Costa, D., et al., 2016; 

Kinyondo, A., & Joseph, M., 2021). 여성의 안정적 고용지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의미하고, 

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이 배우자 폭력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안정적 일자리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일터에서 동료 등 주변과 지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학대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의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본인이 속한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폭력 상황을 벗어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함으로써(Showalter, K., 2016) 배우자 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백래시 모델(male-backlash model)은 여성의 소득비중이 

높아질수록 배우자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뒷받침한다(Ross 

Macmillan, Rosemary Gartner, 1999; Anderson, K. L., 1997; 

Atkinson, M. P., Greensten, T. N., & Lang, M. M., 2005; 신나래, 

이영수, 2017; Dalal, 2011; 김은영, 윤민우, & 박선영., 2013). 

배우자폭력의 맥락에서 여성의 소득이 높다는 것이 곧바로 가정 내 

지위가 높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소득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아내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여하는 권력은 남성 생계부양자(male-provider)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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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Okin, 1989)이기도 하다.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소득 등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 

그레이스 정(2020)과 임태연(2004)의 배우자 폭력에 대한 질적연구는 

여성의 소득으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할 때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으로 아내를 학대하면서도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임태연(2004)은 이를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가족 내의 자원들이 

가장인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여성의 무소득, 불안정한 고용지위가 배우자 폭력 피해 위험을 

높이는 연구 결과는 배우자 폭력 피해 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안정적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법률 지원 등에 한정되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1) 

있으며, 보안의 이유로 쉼터에 머무는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등 장기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하다.  

성별임금 격차(gender wage gap)가 큰 사회일수록 여성의 집단적 

지위가 낮고 이 때 여성 개인의 소득이 큰 것은 사회 규범에 영향을 

받는 배우자 남성의 젠더 이데올로기에 위배된다. 백래시 모델(male-

backlash models)에 의하면 이 때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별임금격차의 완화가 배우자 폭력을 줄인다는 

선행연구(Aizer, 2010)를 고려할 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배우자 폭력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노동할 확률도 높다. 이러한 거시경제 구조의 문제, 

미약한 성평등제도, 젠더 편견 모두 배우자 폭력 생존자들이 학대적인 

환경을 떠나기 어렵게 만든다(Caridad Bueno, C., & Henderson, E. A., 

2017). 배우자 폭력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여러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형평성과 더불어 젠더 불평등에 관한 교육과 

전반적인 사회 규범 및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Mutheng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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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au, T., & Austrian, K., 2016; Gage, A. J., & Thomas, N. J., 2017; 

Canedo, A. P., & Morse, S. M., 2019; Biswas, C. S., 2017; 

Tandrayen-Ragoobur, V., 2020). 배우자 폭력 발생과 지속에는 

이처럼 체계적인 요인이 근본적으로 작동한다. 사회적 인식과 규범은 그 

사회의 제도∙정책과 상호작용하므로 둘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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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배우자폭력을 설명하는 여러 관점의 이론과 가설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규범에 관한 설명을 전제로 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우자폭력 피해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이론들은 성별규범과 성 불평등에 

관한 관점을 통해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력이 낮아진다. 협상이론의 경우 

그 기본형태는 남성이 금전적 이전으로 여성에게서 폭력을 

‘매수’한다는 주장인데, 넓게 해석하면 여성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나 이는 일부분일 뿐 남성의 강압과 그로 

인한 여성의 공포, 혹은 성별규범에 의한 사회적 처벌이 두려워 떠나지 

못하는 경우, 규범적으로 여성에게 친밀한 관계 내에서 ‘수용과 

‘보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적 요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배우자 폭력 측정이 제한적이었다. 통상적으로 포함하는 성적 

폭력이 설문에서 제외되었으며, 언어적 폭력 문항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서적 폭력 등이 응답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강압적 

통제가 배우자 폭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최근의 합의(그림1)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CTS의 고유한 한계인 

맥락과 동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역시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드러난 폭력의 유형을 언어/위협/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나 폭력의 

성격을 알기가 어려워 해석에 상당한 난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언어적 폭력은 폭력 피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상황에서의 말다툼과 

일방적 통제력 행사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데, 둘의 성격이 상이하나 

자료원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이점은 추후 설문 구성과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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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여부가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자녀 취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부록 그림2). 결과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자녀 출산 후 하락하였다가 자녀가 취학한 후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상용직보다 임시직 또는 일용직 고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 단절 후 여성들의 고용지위가 단절전보다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일치한다(오은진,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 집단으로 나눌 경우 일부 집단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지는 문제로 인해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시기적 변동에 따른 

배우자 폭력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을 자료에 포함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여성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여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자가응답으로 측정하는 설문의 특성으로 인해 과소보고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에 매우 치우쳤고, 

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녀의 정보가 동거자녀에 한정되어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독립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었던 점 역시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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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on the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outh Korea 
 

Jiyun Jeong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imate partner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in the West since the 1960s. In addition, from the 

1990s, intimate partner violence has begun to be treated as a public 

health problem as studies supported the fact that intimate partner 

violence caused a wide range of health problems through diverse 

pathways.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unstable and low-wage, stalled career after 

marriage or childbirth in Korea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affect women's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data source, five-year data from 

2013 to 2017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ere used, which 

included 2,096 married women aged between 19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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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test whether women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differently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 2013 and 2017, and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IPV when women had casual jobs 

and women were disabled.  

Second, analyzing the five-year data using 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women increased when women's 

employment status was daily workers, unpaid family workers, 

unemployed, an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nd the higher 

women’s relative income, the higher the prevalence of IPV.  

Thir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by their husbands’ 

gender-role ideology is that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women were unemploye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or daily workers than having 

regular jobs only when their husband’s gender-role ideology was 

relatively unequal. Women’s relative income significantly increased 

violence no matter their husband’s gender-role ideology was 

relatively equal or unequal.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ing women's 

employment stability can reduce violence from their spouses, while 

explaining that women with unstable employment status could be at 

relatively high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suggesting that 

economic gender equality could contribute to reduce intimate 

partner violence, which can be used as data supporting women 

suffered by intimate partn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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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그림 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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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2013)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고용지위 1.000               

(2) 장애여부 0.063*** 1.000              

(3) 여성소득 -0.542*** -0.039* 1.000             

(4) 가구소득 -0.154*** -0.034  0.644*** 1.000            

(5) 가구자산 0.046** -0.032  0.032  0.177*** 1.000           

(6) 

여성소득비

중 
-0.671*** -0.002  0.451*** 0.004  -0.044* 1.000          

(7) 여성 성 

인식 
0.211*** 0.045** -0.195*** -0.093*** -0.025  -0.183*** 1.000         

(8) 남성 성 

인식 
0.176*** 0.044** -0.155*** -0.048** -0.001  -0.173*** 0.511*** 1.000        

(9) 음주문제 -0.021  0.049* 0.020  0.015  -0.018  0.027  -0.014  0.017  1.000       

(10) 여성 

교육수준 
-0.201*** -0.086*** 0.190*** 0.180*** -0.024  -0.022  -0.128*** -0.078*** -0.052** 1.000      

(11) 남성 

교육수준 
-0.146*** -0.090*** 0.151*** 0.167*** 0.020  -0.047** -0.097*** -0.071*** -0.068*** 0.734*** 1.000     

(12) 

남성소득 
0.018  -0.055** 0.244*** 0.795*** 0.179*** -0.293*** -0.006  0.011  0.031  0.267*** 0.271*** 1.000    

(13) 여성 

우울수준 
0.082*** 0.095*** -0.047** -0.097*** -0.136*** 0.052** 0.095*** 0.031  0.147*** -0.140*** -0.146*** -0.134*** 1.000   

(14) 남성 

우울수준 
0.037  0.098*** -0.021  -0.099*** -0.121*** 0.112*** 0.079*** 0.072*** 0.176*** -0.129*** -0.150*** -0.159*** 0.503*** 1.000  



 

 69 

[부록 표 2]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 결과(201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고용지위 1.000               

(2)장애여부 0.083*** 1.000              

(3)여성소득 -0.754*** -0.055** 1.000             

(4)가구소득 -0.138*** -0.038* 0.239*** 1.000            

(5)가구자산 0.038  0.006  0.082*** 0.136*** 1.000           

(6)여성소득 

비중 
-0.645*** -0.007  0.634*** -0.023  -0.008  1.000          

(7)여성 성 

인식 
0.222*** 0.048** -0.227*** -0.070*** -0.032  -0.173*** 1.000         

(8)남성 성 

인식 
0.201*** 0.017  -0.213*** -0.073*** -0.010  -0.138*** 0.475*** 1.000        

(9)음주문제 -0.013  0.000  0.011  -0.017  -0.057** 0.017  0.028  -0.016  1.000       

(10)여성교육 

수준 
-0.185*** -0.103*** 0.245*** 0.117*** -0.088*** -0.065*** -0.114*** -0.105*** -0.032  1.000      

(11)남성교육 

수준 
-0.140*** -0.108*** 0.204*** 0.133*** -0.044* -0.069*** -0.100*** -0.122*** -0.048* 0.726*** 1.000     

(12)남성소득 -0.017  -0.043* 0.030  0.914***2) 0.035  -0.203*** -0.021  -0.027  -0.002  0.162*** 0.168*** 1.000    

(13)여성우울 

수준 
0.054** 0.114*** -0.063*** -0.115*** -0.051** 0.061*** 0.076*** 0.034  0.072*** -0.133*** -0.124*** -0.122*** 1.000   

(14)남성우울 

수준 
0.020  0.080*** -0.020  -0.110*** -0.051** 0.138*** -0.008  0.070*** 0.113*** -0.103*** -0.126*** -0.116*** 0.453*** 1.000  

 
2) 남성의 소득과 가구소득 사이에 높은 상관계수가 도출되어 남성의 소득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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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자녀 연령기에 따른 여성 고용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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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 및 소득 변화가 배우자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_우울 변수 제외 

변수 
model1 model2 model3 model4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배우자폭력 

경험 

지난 해 배우자 

폭력 경험 

0.070 0.065 0.085** 0.093** 

(0.044) (0.042) (0.042) (0.043) 

여성 고용지위 

(Ref.상용직)     
 

임시직 

 

 0.072  

  
 

0.094 

 (0.087) 
  

(0.088) 

일용직/ 

공공∙자활근로 

0.211 
  

0.260* 

(0.138) 
  

(0.14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0.165** 

  
 

0.274*** 

(0.084) 
  

(0.097) 

여성소득 
 

0.000* 
 

0.000 

  
 

(0.000) 
 

(0.000) 

여성소득비중 
  

0.311*** 0.389** 

  
  

(0.109) (0.181) 

여성연령 -0.013 -0.022** -0.023** -0.019* 

  (0.011) (0.011) (0.011) (0.011) 

장애여부 -0.359 -0.347 -0.359 -0.369 

  (0.263) (0.262) (0.268) (0.269) 

가구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가구자산 -0.032* -0.028* -0.028* -0.033** 

  (0.016) (0.015) (0.015) (0.016) 

여성 성 인식 -0.007 -0.007 -0.007 -0.007 

  (0.011) (0.011) (0.011) (0.011) 

남성 성 인식 -0.008 -0.008 -0.012 -0.012 

 (0.011) (0.010) (0.010) (0.011) 

남성 문제음주 정도 0.016*** 0.015*** 0.014*** 0.015*** 

  (0.005) (0.005) (0.005) (0.005) 

자녀 연령기 

(Ref. 자녀없음)     
 0.008 -0.011 -0.0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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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동거자녀 

 (0.127) (0.119) (0.119) (0.125) 

취학미성년동거자녀 0.039 0.033 0.023 0.032 

 (0.122) (0.116) (0.116) (0.121) 

성인 동거자녀 0.065 0.038 0.024 0.051 

  (0.105) (0.099) (0.100) (0.106) 

Constant 3.562*** 4.084*** 4.109*** 3.665*** 

  (0.551) (0.520) (0.517) (0.555) 

관측수 3,402 3,718 3,646 3,330 

N 1,392 1,495 1,473 1,370 

pva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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