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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일, 가족생활, 여가생활, 개인유지 등 

필수적인 생활영역에 적절한 수준의 시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

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와 통계조사에서 맞벌이 근로자는 만성

적인 시간부족감과 시간 배분의 갈등을 경험하며 균형적인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

의 일·생활 균형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간 사용 

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시간 사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독립적

인 영역인 것처럼 가정하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 경계가 중첩되

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면서 일·생활 

중첩의 경향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경계의 모호화 정도를 주된 시간 사용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맞벌

이 근로자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다양한 

시간 사용 유형을 파악하였다. 근로시간량, 가족시간량, 여가시간

량, 개인유지시간량과 함께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처럼 

일과 생활영역 간의 중첩이 발생한 시간량을 지표변수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사

회인구학적 및 직업 특성이 다르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심리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은 ‘일중심형’, ‘일·

개인생활 중첩형’, ‘가족중심형’, ‘일·가족 중첩형’으로 유

형화되었다. 각 시간 사용 유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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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심형(78.54%)은 근로시간이 긴 반면, 다른 생활시간에 할애

하는 시간은 적었다. 또한, 일·생활 중첩시간이 거의 발생하지 않

아 일·생활영역의 경계가 뚜렷하였다.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을 희

생하며 근로에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할애하는 중년 남성 상용노동

자가 평균적인 모습이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 유형에 속하여 

가장 흔한 맞벌이 근로자의 모습으로 추측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

다. 일중심형은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은 높지 않지만 전반적인 생

활만족도가 낮아 근로 이외의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개인생활 중첩형(4.48%)은 일중심형과 마찬가지로 일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고, 가족, 여가,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일과 여가, 그리고 일과 개인유지가 중

첩되는 시간량이 가장 길게 나타나 일과 개인생활이 겹쳐지는 정

도가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지만 높

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중년 남성 

상용근로자가 이 유형에 많이 속한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장

시간 노동으로 인해 여가 및 개인유지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

간은 적었지만 일 영역과 중첩하여 개인생활에 어느 정도의 시간

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일중심형과 다른 시간 사용 경향성을 보였

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나 생활영역 간 중첩된 시간 사용의 부작용이 발견되었고, 비근

로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하였다. 

가족중심형(14.88%)은 유형들 중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반면, 사

적 생활에 사용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특히 가족영역

에 사용되는 시간이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두드러

졌다. 일중심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일·생활 중첩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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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가족중

심형은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맞벌이 여성 근로

자에게 주로 한정된 유형이다.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과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비율이 높다는 직업

적 특성을 나타낸다.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 소득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만 충분한 가족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맞벌이 근로자

의 갈등적 현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가족중심형의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유형 중 가장 낮고 생활만족도는 높았기 때문에 일·생

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 즉, 가족시간의 확보가 

일·생활 균형의 핵심임을 이 유형이 잘 보여준다. 

일·가족 중첩형(2.10%) 또한 가족중심형과 유사하게 근로시간

은 짧고 가족시간은 길게 나타났지만, 일·가족 중첩시간이 유형

들 중 가장 길어 일과 가족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적어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적 특성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자영업자의 비율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가족중심형에 비해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높았지

만 생활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일과 가족생활의 중첩

이 시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

족시간의 확보가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각 유형들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일시간이 긴 유형들은 남성이, 

가족시간이 긴 유형들은 여성이 해당되었고, 일과 생활영역이 중

첩되는 정도는 관리/전문/사무직일수록 증가하였다. 즉, 어떤 생활

영역에 시간을 주요하게 사용하는지는 성별이, 시간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경향성은 직업 특성이 주된 조절요인이었다.

생활시간이 일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유형보다 가족영역에 확보



- iv -

되어 있는 유형이 생활만족도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 즉, 생활만

족도는 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가족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높았다. 그러나,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은 특정 생활영

역에 사용되는 절대적인 시간량보다는 일과 생활이 얼마나 중첩되

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본 연구결과는 일·생활 중첩 기제를 

통해 총시간량 이상으로 맞벌이 근로자가 생활 곳곳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친화적이고 일·생활 균형을 

존중하는 문화의 핵심은 단순히 가족 및 개인시간량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영역의 침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보

장되는 생활시간의 마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영역

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가족 및 개인생활의 경계를 보장하는 제도

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가족생활, 여가생활, 개인유지, 잠재프로파일, 시간부족감, 피곤

감, 생활만족도

학  번 : 2019-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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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맞벌이 부부의 일·생활 불균형은 필수적인 생활영역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주로 기인한다. 맞벌이 남성은 가족시간을 희

생하여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맞벌이 여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이중책임으로 만성적인 시간압박을 겪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적인 모습이다(송혜림, 2012; 조성호, 김지민, 2018). 이에 따라 맞벌이 근

로자는 외벌이 근로자에 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

하고(김외숙 등, 2012; 여성가족부, 2020), 여가시간과 수면 및 식사시간

이 부족하여 시간부족감에 취약하며(통계청, 2019) 기본적인 가족 참여와 

사적 생활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맞벌이 

근로자는 외벌이 근로자와는 다른 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생활 불균형의 현실적 모습과 관련 요인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참여

를 통해 만족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Greenhaus et al., 2003; Guest, 

2002; Kirchmeyer, 2000).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시간 확보가 전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간 사용은 일·생활 균형의 핵심이 된

다. 그런데 일, 가족생활, 여가생활, 개인유지 등 일·생활영역을 구성하

는 대표적인 활동들에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

는 맞벌이 근로자는 시간 사용의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부정적인 일·생

활 경험에 쉽게 노출되고 생활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겪게 된

다.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 사용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생활시간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한 몇 편의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근로자의 다양한 시간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사용량에 근거하

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시간 사용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집단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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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시간 사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가정하는 변수 중심적 연구보다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유형화 연구가 효과적일 수 있다. 대체로 근로시간이 긴 유형

의 심리적 특성이 낮고, 일·생활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

정, 이성림, 2013; 조미라, 2017). 일 이외의 시간을 어떤 생활시간에 할

애하는지가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맞벌이 여성은 주로 가사노동 및 가

족공유시간에 사용한 반면, 맞벌이 남성은 여가나 자기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열, 손영미, 2014; 최유정, 이희정, 2019; 한지수, 이

연숙, 2005). 

기존 연구들은 여러 생활시간의 종류에 근거한 유형화를 통해 각 시간

들의 다양한 조합과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한계점이 남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이 독립적

이고 분절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경계를 구분하였지만 이는 실제 시간

이 사용되는 방식과 거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일과 사적 생활의 경

계가 중첩되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집에서 근무하며 자녀를 돌보는 시

간은 일과 가족 영역이 중첩되는 시간이며, 근무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은 일과 여가 또는 개인유지 영역이 겹쳐지는 시간이

다. 즉, 근로시간과 나머지 생활시간은 행동이 어디서, 그리고 어떤 행동

과 같이 수행했는지에 따라 그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생활영역 간 중첩은 일·가족 영역에 대하여 이론화된 바 있다. 

Clark(2000)의 경계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세계는 일영역과 가족영

역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는 두 영역의 경계를 오고 가는 경계이동자

(border-crosser)이다. 경계이동자가 수행하는 행동에 따라 일과 가족 영

역의 경계가 구성되는데, 두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계중첩

(border-blending)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집에서 근

무하는 시간, 직장에서 가족원의 전화를 받는 시간,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동시행동 시간 등을 일·가족 경계중첩의 예시로 제시하였다. 

Clark(2000)는 경계중첩을 일과 가족 영역 관계의 특성 혹은 역동으로 설

명했다면 Voydanoff(2007)는 경계이론에 근거하여 일·가족 경계중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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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를 별도의 생활영역으로서 고려하였다. 생활세계를 중첩이 

발생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계가 중첩되는 영역을 

‘경계연결영역(boundary-spanning domain)’이라고 개념화하고 일·가

족 경계연결영역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일·가족 동시행동

(work-family multitasking)’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일·가족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학문적 관심이 확장되

면서 일·가족 영역을 넘어 여가 및 취미, 자기계발, 건강관리, 개인유지 

등을 포괄하는 일·생활영역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계중첩의 개

념 또한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 등 여러 생활영역에 적용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이외의 생활영역을 가

족, 여가, 개인유지 등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하고, 일·가족 영역에 

한정하여 설명되었던 경계중첩 개념을 일·생활영역에 확장하여 적용하

고자 한다. 

경계중첩이 발생하는 시간은 특정 생활영역에 대한 몰입과 참여를 방

해하기 때문에 일·가족 갈등, 직업만족도 저하,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Clark, 2000; Voydanoff, 2007). 그런데 최근에는 재택근무,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노동시간과 노동이 수행되는 장소의 유연성이 증가함

에 따라 일영역과 생활영역이 겹쳐질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였다

(Cousins & Robey, 2015; Ralph, et al., 2014).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미디어 이용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동시행동의 수행도가 증가하

였고(Sullivan & Gershuny, 2013)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 학습, 교제활

동 등 여러 생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Romero, 2011). 이

에 따라 일·생활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 사용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계중첩이 발생하

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간과하면 현실의 시간 사용 모

습과 괴리가 큰 결과를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영역에서 경계가 중첩되는 시간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시간 사용을 파악할 것이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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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균형적 분배를 강조하였다. Guest(2002)는 일·생활 균형에 외부

적으로 판단 가능한 객관적 측면과 내면적으로 규정되는 주관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는데, 시간은 대표적인 객관적 지표라고 설명하였다. 

Greenhaus와 동료들(2003)은 균형을 구성하는 주된 세 가지 요소를 밝혔

는데, 몰입도 균형, 만족도 균형과 함께 시간 균형을 제시하였다. 이 외

에도 Kirchmeyer(2000)는 개인적 자원이 여러 생활영역에 적절히 분배되

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성취한 상태가 일·생활 균형이라고 정의하며, 대

표적인 개인적 자원으로 시간에 주목하였고, Smith(2010)는 적절한 수준

으로 충분한 시간을 여러 생활영역에 소비할 수 있는 상태를 일·생활 

균형으로 보았다. 특히 시간은 삶의 한 영역에 많은 양을 할애하면 다른 

영역에 할애할 양이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정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 

시간 사용 특성에 근거하여 일·생활 균형을 파악하는 접근은 연구적 

이점 또한 크다. 먼저, 일·생활 균형이 달성된 일상의 맥락이 어떤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생활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일·생활 균형의 달성을 위해 

중요한데,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

적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특정 영역에 투입하는 시간 자원이 과

도해져 다른 영역에 시간 결핍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이 달성된 

시간 사용의 실제적 양상과 객관적 분배 기준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시간 사용 특성은 이러한 분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시간 자원의 계량적인 특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예측과 판단을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수월해져 정책적인 개입의 여

지가 확대된다. Lewis와 동료들(2007)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과 인식은 사

회구조적 규제 아래 있다. 일·생활영역에 대한 시간 사용 또한 온전히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Burke, 2004; Guest, 2002; Lewis et al., 2007). 자녀 출

생 이후 남성 근로자의 생활시간이 일 중심으로, 여성 근로자의 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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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가족 중심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은 전통적 성역할 문화와 돌봄 공백

을 야기하는 제도적 미비와 관련이 있다(송혜림, 2012; 조성호, 김지민, 

2018).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간과하게 되면 사회규범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생활 균형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균형적인 시간 사용으로 야기되는 갈등

적인 일·생활 경험에 대해 사회제도적 개입이 필요한데, 시간 사용 특

성에 근거하면 일·생활 균형에 계량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집단에 대한 사전 발굴과 제도적 지원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Burke,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자원의 계량적인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맞벌이 근로자가 여러 생활영역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과 생활이 중첩되는 영역과 정도를 유형화에 

반영하고 관련 설명요인과 결과요인을 규명하여 시간 사용의 양적인 특

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맥락도 고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량, 

가족시간량, 여가시간량, 개인유지시간량과 함께 가족, 여가, 개인유지의 

각 생활영역이 일영역과 중첩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시

간 사용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시간 사용 유형의 구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변인을 찾고, 유형별 일·생활 균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생활영역의 행동시간량을 계산하고 일과 다른 생활영역의 중첩이 발

생하는 시간량을 변수화하여 유형화 지표로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유형 

구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시간 사용

의 설명변인을 규명하고,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

은 유형을 찾아 일·생활 균형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사용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

게 고려된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 미취학자녀 유무를 

고려하고자 한다. 직업 특성으로는 시간 사용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밝혀

진 직업분야, 종사상지위와 함께 정기휴일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볼 것

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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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특성은 ‘① 근로시간량, ② 가

족시간량, ③ 여가시간량, ④ 개인유지시간량, ⑤ 일·가족 

중첩시간량, ⑥ 일·여가 중첩시간량, ⑦ 일·개인유지 중첩

시간량’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연

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소득, 성역할태도, 미취학자녀 유

무)과 직업 관련 특성(직업분야, 종사상지위, 휴일형태)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3]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심리적 특성(시간부족

감, 피곤감,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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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일·생활영역

1. 일·생활영역의 구성

시간 사용을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를 

일·생활영역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Lewin(1943)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을 정신적으로 인식한 구성체로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생활세계에 내재한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서

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생활세계를 구분하는

지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을 해석하는 관점은 달라진다. 생활세계를 구

성하는 각 영역은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역들이 통합되거나 분리되

어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활세계 개념에 근거

하여 Clark(2000)는 일영역과 가족영역을 구상하고, 두 영역의 경계에 주

목하여 경계이론을 정립하였다. 경계란 생활영역과 관련된 행동이 시작

하거나 끝나는 지점을 인식적 차원에서 규정한 선이다. 개인은 이러한 

일과 가족 영역의 경계를 돌아다니는 경계이동자로서, 두 환경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고 바람직한 균형 상태를 달성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두 영역의 경계 사이를 일상적으로 이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이동자가 일영역과 가족영역 사이만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생활영역들로 이동한다고 전제한다. 서구연구에서는 

주로 생활영역을 비근로(nonwork) 영역, 즉, 일 이외의 영역으로 규정하

여, 일·생활영역을 ‘근로·비근로 영역(work-nonwork domains)’이라

는 용어로 대체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Geurts & Demerouti, 2003; 

Watkins & Subich, 1995). 일영역은 타인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활동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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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을 의미한다(Voydanoff, 2007). 광의로서의 일은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을 모두 포괄하지만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근로만을 의미하는 협의로 일영역을 규정하였다

(Eikhof, 2007; Felstead et al., 2002). 비근로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의 예

시로는 여가, 자기계발, 여행, 봉사, 사교, 자유시간 등 유급노동 이외에 

수행되는 대부분의 활동이 제시되었다(Guest, 2002; Kalliath & Brough, 

2008; Smith, 2010). 하지만 이러한 구분 방식에서 비근로 영역이라는 명

명 자체가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생활영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나타

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 이외의 영역이라는 잔여적 의미 

대신 생활영역만의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연구에서는 김정운과 박정열(2008)이 생활영역을 ‘가족영역’, 

‘여가영역’, ‘성장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많은 연구들이 세 가지 하

위차원의 구분을 받아들였다(김미정, 유형숙, 2017; 김혜온, 서상숙, 2016; 

손헌일, 권혁기, 2018; 신재민, 이희수, 2017; 오세숙 등, 2016; 최환규, 김

성희, 2018). 가족영역에는 대부분의 가족친화제도가 지원하고 있는 가족

생활 및 자녀돌봄과 관련된 활동이, 여가영역에는 취미, 여행, 사교, 건

강관리 등 놀이와 건강을 위한 활동이 포함되며, 성장 영역에는 자기계

발, 경력관리, 퇴직관리 등의 활동들이 속한다(김정운, 박정열, 2008). 

그동안 일에 종속되어 규정되었던 생활영역이 풍부하게 이해되는 방향

으로 일·생활영역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생활영

역을 구분하는 국내연구의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다. 먼저, 여가와 성장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인지 의문이다. 일상에 근거하여 여

가와 성장영역을 이해해 보았을 때, 취미나 사교활동이 자기계발의 차원

에서 수행될 수 있고, 역으로 자기계발이 여가의 차원에서 수행될 여지

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여가영역과 성장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실

증연구의 뒷받침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른 한계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유지 영역

이 일·생활영역과 관련된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수면과 식

사, 청결관리 등의 개인유지활동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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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여가, 자기계발 등 다른 종류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준비와 보충의 활동들이다. 하지만 일·생활영역과 관련된 논의에

서 개인유지영역은 독립적인 생활영역으로 고려되지 못했고, 일, 가족, 

여가 영역에 비해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영역을 유급노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간적 환경으로, 

생활영역을 가족과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수면과 식사 등 개인유지를 포

괄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시간적 환경으로 가정한다.

2. 일·생활 중첩영역

Clark(2000)의 경계이론에 따르면 생활영역의 경계에는 세 가지 차원

이 존재한다. 물리적 경계, 시간적 경계, 심리적 경계이다. 물리적 경계

(physical border)는 특정 생활영역과 관련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

계를 의미하고, 시간적 경계(temporal border)는 영역 관련 행동이 이루

어지는 시간량과 시간대를 의미한다. 심리적 경계(psychological border)

는 개인이 특정 생활영역 관련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생각, 인지, 감정 

등에 대해 설정한 주관적인 틀이다. 물리적 및 시간적 경계는 객관적으

로 파악 가능하지만 심리적 경계는 자기창조(self-creation)를 통해 형성

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구성방식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자원의 

계량적 특성을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의 객관적 측면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심리적 경계를 제외하고 물리적, 시간적 경계

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리적, 시간적 경계는 투과성과 유연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투과성(permeability)이란 한 생활영역에 다른 영역의 요소가 침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만약 개인이 집안에 작업실을 만들고 재택근무를 한다

고 가정한다면 집에서 작업실과 작업실 이외의 장소를 물리적 경계를 가

지고, 정규 근무시간과 이외의 시간은 시간적 경계를 가진다. 그런데 가

족원이 정규 재택근무시간에 작업실에 자주 들어온다면 일영역과 가족영

역의 물리적, 시간적 경계의 투과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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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유연성(flexibility)은 영역의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정도를 의미

한다.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근무 시간량 및 시간대를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일과 생활영역 사이의 경계 유연성은 증가한다.

일과 생활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투과성과 유연성이 높아지면 경계

중첩(border blending)이 발생하게 된다(Clark, 2000). 즉, 경계의 투과성과 

유연성의 증가는 일영역과 생활영역이 더이상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

재하지 못하고 중첩되도록 만든다. 경계중첩에는 공간적 중첩과 시간적 

중첩의 차원이 존재한다. 재택근무는 그 자체로 직장과 집의 경계가 허

물어지며 일·가족 경계의 공간적 중첩이 발생한 사례이며, 직장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행동으로 자녀를 돌보는 행동은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의 경

계가 모호해지며 일·가족 경계의 시간적 중첩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계중첩이 강해지면 일과 가족 영역은 융합(integration)되

고, 경계중첩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 분리(segmentation)된다. 일·가족 

영역은 중첩 정도에 따라 융합과 분리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 상을 

이동하게 된다. 

경계이론에 기초하여 Voydanoff(2007)는 일·가족 영역을 경계내부영

역과 경계연결영역으로 구분하였다. Clark(2000)는 경계중첩을 일과 가족 

영역 간의 관계성, 혹은 현상으로 보았다면, Voydanoff(2007)는 경계중첩

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른 생활영역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생활영

역으로 고려하였다. 경계내부영역(within domain)은 특정 생활영역에만 

해당되는 요구와 자원이 존재하는 영역인 반면, 경계연결영역

(boundary-spanning domain)에서는 요구와 자원의 성격이 여러 생활영역

에 해당된다. 

경계연결영역에서는 역할전환(role transition)과 역할모호화(role 

blurring)라는 기제가 작동한다. 역할전환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가정의 일원에서 근로자로 역할이 바뀌는 중간단계인 통근시간이 있고, 

역할모호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집에서 수행하는 일 관련 행동

이나 직장에서 수행하는 가족 관련 행동을 들 수 있다. 즉, 직장에서 수

행하는 일과 집에서 수행하는 일은 같은 일을 수행했더라도 다른 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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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가정관리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가 집이 아닌 직장에서 이루

어지면 질적으로 다른 가족영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일과 가족 관련 

행동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현상을 ‘일·가족 동시행동(work-family 

multitasking)’이라고 개념화하고, 역할모호화의 대표적인 기제로 설명하

였다. 이러한 경계중첩의 수준이 높아지면 일·가족 영역은 분리가 아닌 

융합에 가까워진다.

두 학자의 이론을 종합하면, 일영역과 가족영역의 관계성은 경계중첩

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분리에서 융합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두 이

론이 연결되는 지점은 Voydanoff(2007)가 설명한 역할모호화 현상이 경

계이론의 물리적, 시간적 경계중첩과 유사한 예시와 사례로 설명되고 있

기 때문에 경계중첩과 경계모호화는 같은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이름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계연결영역의 또 다른 주된 요소로 이동시간을 

통한 역할전환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개념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여러 

생활영역 간의 중첩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역할전환은 개인에서 부

여된 역할이 근로자에서 가족원, 혹은 그 반대로 변하는 차원을 포착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는 두 영역 관련 장소나 시간이 맞물리거나 포개지

는 일상의 모습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전환과 변화의 매커니즘인 역할

전환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경계중첩과 경계모호화는 일·가족 영역뿐만 아니라 일·여가, 일·개

인유지 영역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일하며 교제활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

는 행위, 일을 하며 식사를 하는 행위 등 일상 곳곳에 일과 사적 생활이 

중첩될 여지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경계중첩과 경계모호화 현상이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속화되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일과 사적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디어 사용은 일과 생활영역의 분리 혹은 융합의 정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일·생활 균형의 주된 관련 요인이 되었다

(Cousins & Robey, 2015).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일·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미디어 사용은 일상적인 스트

레스를 낮추고 일과 사적 생활의 병행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준다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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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 일이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오히려 개인적 시간

이 감소하고, 근무 스트레스 높인다는 부정적 견해 또한 존재한다. 그런

데 더 많은 실증연구에서 일·생활영역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모호해

지는 현상은 일·생활 균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Gadecki와 동

료들(2018)은 일과 가족생활의 중첩 행위인 재택근무가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지만, 동시행동의 기제를 통해 일과 가족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서 일·생활 균형을 방해한다고 설명하였고, Ralph와 동료들(2014)은 일

과 여가의 중첩 행위인 업무 중 미디어 이용은 업무 스트레스를 높인다

고 밝혔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일과 생활영역의 경계가 뚜렷한 상태

가 건강한 일·생활 균형이라고 설명했지만(Gadecki et al., 2018; Ralph, 

et al., 2014)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일과 병행하는 동시행동의 증가, 정

규근로 장소나 시간 이외의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과 생활

영역이 겹쳐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일·생활영역의 경계를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 영역으로 세

분화하여 각 경계에서 발생하는 중첩 현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생활 경계 모호화 현상이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구성

하고, 구체적으로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생활시간 개념 및 분류

다양한 활동과 행위로 구성되는 생활시간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학자마

다 그 기준과 관점이 달라져 왔다. 초기 시간 사용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을 근로와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시간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접

근이 사용되었다. Becker(1965)는 근로중심적으로 생활시간을 이해하던 

경제학적 관점에 비판을 제기하며 비근로시간에 대한 고려와 이해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고, Soule(1957)은 생활시간을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으로 구분하며, 타인의 지시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비근로시간을 여가시

간으로 설명하였다. 즉, 근로시간은 시장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시간이자

(Becker, 1965) 경제적 구매력을 획득하기 위해 소득을 얻는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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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e, 1957), 여가시간은 곧 근로 이외의 잔여적 시간과 다름이 없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비근로시간에 대한 고려는 유급노동시간에만 매몰되어 있던 경제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시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컸지만(조성호, 김지민, 2018) 생활시간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다

차원적으로 구성되는 비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근로와 비근로의 구분법에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Gronau(1977)는 Becker(1965)가 생활시간

을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여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게 구분

되는 가사노동과 여가를 결합시켜버리는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

다. 생산적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가족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Becker(1965)의 이론은 이러한 비근로시간의 

소비적 측면만 규명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활동, 즉 가사일, 

가정관리, 가족원 돌봄 등의 무급노동은 간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Gronau(1977)는 무급노동시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생활시간을 시장노동

(work in the market)시간, 가사노동(work at home)시간, 여가(leisure)시

간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였다. Voss(1967)는 Soule(1957)이 생활시간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한 방식에 대해 여가시간에 대한 고려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하였다. Voss(1967)는 여가시간과 기타 비근

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장하며, 생활시간을 유급노동시간, 재량

적 여가시간, 비재량적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재량적 시간은 경제적, 

법적, 도덕적,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가지지 않는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의미하며, 비재량적 시간은 개인에게 부여된 여러 사회적 역할 중 소득

을 통한 경제력 획득 의무 이외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을 의미한

다. Gronau(1977)이 설명한 가정노동시간은 가족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을 대표적인 비재량적 시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Gronau(1977)와 Voss(1967)가 제시한 구체적인 생활시간 구

분 기준은 상이하지만 두 학자 모두 여가시간을 근로시간 이외의 잔여적 

시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적 의무에 충실하는 무급노동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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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여가시간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제

시했다는 점에서 주장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 식사 등 개인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들을 주된 생활시간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Feldman과 Hornik(1981)는 근로(work at job), 가

사노동(homework), 여가(leisure) 시간에 더해 수면,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necessities) 시간을 독립된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필수

시간은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비교적 일관적이고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양태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슷한 방식으로 

Robinson과 Godbey(2010) 또한 유급노동시간, 가사 및 돌봄시간, 여가시

간에 추가적으로 수면, 식사 등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을 생활시간

의 별도 영역으로 구분을 두었다. 

서구 연구에서 생활시간의 구분은 여가시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

느냐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은 경제적학적 관점에서는 

노동을 통한 생산이 아닌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해석되었고

(Schor, 2006),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노동자와 가족원으로서의 의무와 생

존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정의되었다(Feldman & Hornik, 

1981; Gunter & Gunter, 1980).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시간은 결국 

유급 및 무급 노동과 생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시간으로 계산

되면서 잔여적 접근에 머물렀다. 

여가시간에 대한 잔여적 관점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후 여가시간의 

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른 생활시간과 차

별되는 여가시간의 특징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활동’과 이를 통한 

‘자기계발과 성취감 달성’이다(Gunter & Gunter, 1980).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은 노동자나 가족원으로서의 역할로 보내는 시간이라면 여가시

간은 오로지 개인으로서 존재하며 자신의 흥미와 성장을 지원하는 시간

이다. 또한 근로, 집안일, 식사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은 의무와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필수적인 시간인 반면 여가시간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이처럼 여가시간의 독립적 의미가 논

의되면서 최근 여가를 더욱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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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Gao와 동료들(2020)은 여가시간의 종류를 신체적 여가(physical 

leisure)와 소극적 여가로 더욱 세분화하여 고려하였다. 신체적 여가시간

은 스포츠, 교제, 봉사 등 신체적, 참여적 활동이 병행되는 여가시간을 

의미하고 소극적 여가시간은 TV 시청, 음악감상, 독서, 휴식 취하기 등 

상대적으로 신체적 활동을 요하지 않는 여가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수

집하면서 시간 사용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한 국내연구를 비교해보면 표준화된 행동분류체계를 바

탕으로 어떻게 생활시간을 구성 및 구분했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주된 생활시간을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시간 사용을 연구한 김주희(2012)

는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관점에서 일·생활시간을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분류하였고, 중년 기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분석한 차승은(2008)은 주된 생활시간으로 유급노동시간, 가

족관련활동시간, 여가시간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맞벌이와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손문금(2003)은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

시간, 여가시간을 고려하였다. 세 연구 모두 개인유지시간이 유급 및 무

급 노동시간과 여가시간과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주된 생활시간으로는 고려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유급노동시간

에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등 법적으로 취업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포함되고 일 중 점심식사는 제외되었다. 무급노동시간

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시간, 가족관련활동시간 등 명칭은 서로 달랐지만 

해당되는 활동의 종류가 가사노동, 가족보살피기, 재화 및 용역의 구입 

행위로 모두 동일했다. 여가시간에는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교제

활동, 문화 및 취미활동, 대중매체 이용 등이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서구 연구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

성장’의 관점에서 생활시간을 구분한 국내연구들이 있다. 전일제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박정열과 손영미(2014) 연구와 시간제 여성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박정열, 손영미, 오세숙(2014) 연구, 그리고 노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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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최유정과 이희정(2019) 연구에서는 생

활시간을 근로시간, 가족시간, 여가시간, 성장시간으로 분류하였다. 근로

시간은 앞서 살펴본 ‘유급노동-무급노동-여가’ 관점과 동일하게 유급

노동시간을 고려하였는데, 유급노동 이외의 생활시간에 대한 구분에 차

이가 있었다. 가족시간에 무급노동시간 이외에도 세 가지 분류 체계에서

는 개인유지에 포함했던 가족 및 친척과의 식사시간과 여가에 포함했던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시간’이 속했다. 여가에 모두 해당되었던 활동

들 중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취업, 취미 관련 학습과 몇몇의 연구에서 

유급노동시간으로 고려한 일 관련 연수 등 학습과 관련된 시간이 성장시

간에 별도로 구분되었다. 이 관점에서도 개인유지시간은 주된 생활시간

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개인유지시간을 주된 생활시간으로 고려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한지수와 이연숙

(2005)은 생활시간이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유지시

간으로 구성된다고 보아 수면, 식사, 위생관리, 건강관리가 수행되는 시

간을 독립적인 생활시간으로 고려하였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기혼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미라(2017)의 연구는 생활시간을 노동시간, 가사시

간,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수면시간, 자기관리시간으로 분

류하여 여가와 개인유지의 성격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여가시간

에 대해서는 서구 연구 중 Gao와 동료들(2020)의 연구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 여가시간에는 봉사, 사교, 미디어, 종

교, 문화, 스포츠, 게임 등의 참여적 활동을 포함하고, 소극적 여가시간

에는 TV시청, 아무것도 안하고 휴식 취하기 등의 정적인 활동을 포함시

켰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만히 휴식 취하는 행위를 여

가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조미라(2017)의 연구에서 여가의 범위를 가장 

넓게 설정하면서 세부적인 구분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다차원적인 생활시간을 구분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살펴보았

는데, 종합적 고찰을 한 결과 다음의 네 가지 논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유급노동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과 관련된 시간을 유급노동



- 17 -

시간으로 고려할지 여부가 연구마다 달랐다. 일과 관련된 시간으로는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수, 구직활동, 출퇴근을 포함한 일 관련 이동시간 등

이 있다. 김주희(2012)는 구직활동과 일 관련 이동시간을 제외하였고, 박

정열과 손영미(2014)는 일 관련 연수를 유급노동시간이 아닌 성장시간에 

포함했으며, 손문금(2003)은 일 관련 이동시간을 제외하였다. 일 관련 활

동들을 유급노동으로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마다 적용한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고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근로시간 

자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 범위와 측정이 

달라지기 때문에(배규식, 2012) 명확한 기준 하에 근로시간을 정의하여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근로를 위

해 투입하는 전반적인 에너지의 정도를 시간에 근거하여 알아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근로 준비시간, 근

무시간 내 재충전의 시간, 업무능력 개발의 시간 등 근로로부터 유발되

는 모든 행위는 근로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시간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유급근로시간과 함께 유급근로와 관련된 행동 또한 근

로행위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고자 한다.

둘째,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성장시간 등 세

부적 관점을 취할 것이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의 개

념을 광의로 설정하여 통합적 관점을 취할 것이다. 성장시간, 적극적 여

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등 여가시간을 한 차원 더 구분한 연구(박정열, 

손영미, 2014; 최유정, 이희정, 2019)들도 있었다. 생활시간은 워낙 다양

하고 상이한 활동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 하위차원들이 존재할 수밖

에 없어 시간 사용 연구에서 그 다양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복잡한 

생활시간의 성격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시간 사용 양태를 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성장시간,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에 분류된 구체적인 활동 종류들은 여가를 ‘활동이 자유롭게 

선택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 개념틀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시간에 대한 광의적 고려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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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히 휴식을 취하는 행동을 여가로 고려한 연구(차승은, 2008; 조미라, 

2017)가 있는 반면, 여가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연구(김주희, 2012; 박정

열, 손영미, 2014; 박정열, 손영미, 오세숙, 2014)도 있었다. 그런데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매년 여러 여가활

동 중 ‘휴식취하기’가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으로 꼽힌다. 이처럼 휴

식활동은 사람들이 가장 주요하게 인식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이라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범위로 포괄하고자 한다. 

셋째로 가족, 친척과의 식사시간 및 교제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하나

의 생활시간 영역으로 묶을지의 여부가 연구마다 달랐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척과의 식사시간 및 교제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가

족시간으로 통합하여 고려하고자 한다. 이 시간들은 모두 가족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가족 균형의 

관점에서 가족영역은 무급노동을 통한 재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원과 

시간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하는 활동을 주된 가족생활로 포

괄한다. 일·가족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

을 살펴보면, ‘직장일로 인해서 가족과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

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가족과의 활동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 일하

는데 시간을 보낸다’ 등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일로 인해 얼마나 영

향을 받는지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Carlson et al., 2006; Cinamon 

& Rich, 2002). 본 연구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시간 사용의 특성

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급노동시간과 가족생활시간을 ‘가

족시간’으로 통합하여 고려할 것이다. 

마지막 논의점은 개인유지시간을 주된 생활시간의 영역으로 고려할지

의 여부인데, 본 연구는 개인유지시간을 주된 생활시간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맞벌이 부부의 수면과 식사시간이 근로, 가사, 돌봄시간에 영향을 

받고(김진원, 2019; 정형안, 이윤석, 2020), 부족한 개인유지시간은 시간빈

곤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김미영, 박미려, 2016)는 개인유지시간이 

일과 다른 생활시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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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생활시간 관련 국내 연구에서 개인유지시간은 쉽게 간과되어 

왔으며,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적다. 따라서 개인유지시

간을 독립적인 생활시간으로 고려하며 시간 사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근로시간, 가족

시간, 여가시간, 개인유지시간으로 분류하고, 일과 생활영역이 겹쳐지는 

시간에는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의 하위차원이 있다고 가정

한다. 또한 일과 생활영역에서 경계중첩이 발생하는 시간을 ‘일·생활 

중첩시간’으로, 각 하위시간을 ‘일·가족 중첩시간’, ‘일·여가 중

첩시간’, ‘일·개인유지 중첩시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제 3 절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1.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

맞벌이 근로자의 일상 모습이 다양한 만큼 생활시간의 사용 양태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시간 사용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화는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유형화 분석은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

라고 가정하여(Muthen, 2004)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응답자들을 같은 잠재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른 특성을 갖는 응답자들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

여 집단의 다양성을 드러낸다(Spurk et al., 2020). 시간 사용과 관련된 

유형화 연구들은 근로영역의 시간 사용 특성을 지표로 활용하거나 가사

노동과 자녀돌봄, 가족여가, 가족식사 등 가족영역에 대한 시간 사용의 

특성에 주목했다. 또한 일과 가족 영역 혹은 일과 가족, 여가, 자기계발 

영역 등 일·생활영역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간 배분의 관점에

서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들의 결과 중 맞벌이 근로

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의 결과와 유형간 일·생활 균형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먼저, 근로시간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연구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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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대와 함께 근로시간유연성을 지표로 활용하여 만 60세 이하 맞

벌이부부의 근로시간을 유형화한 권소영과 이재림(2019)의 연구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사용은 부부 단위로 부부표준시간 유형, 남편장

시간유연·부인표준시간 유형, 부부장시간유연 유형, 남편표준시간·부

인유연 유형, 남편장시간비표준·부인비유연 유형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평일 노동시간양과 시간배치를 지표로 20~59세 기혼 근로자

의 가구노동시간을 유형화한 조미라(2017)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사용이 남녀표준형, 남녀장시간형, 남성장시

간·여성표준형, 남성표준·여성단시간형, 남녀교대형으로 분류되었다. 

근로시간양에 주목하여 두 연구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맞벌이 근로자

는 부부 모두 평균 혹은 장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할애하거나 맞벌이 남편

이 아내보다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으며,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긴 

근로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근로시간 사용의 유형

화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족 영역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부 단

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남편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에, 맞벌이 아

내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로 뒷받침될 수 

있다(Becker & Moen, 1999; Shockley et al., 2021). 또한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조미라(2017)는 각 노동시간 유형별 가사시간, 수면시간, 자기관리시간, 

여가시간, 가족공유시간 등의 기타 생활시간양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는데, 그 결과 노동시간이 길고 비표준시간대 노동을 수행하는 유

형일수록 가족시간과 여가시간의 부족에 취약하여 일·생활 불균형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장시간 근로는 가족생활과 

여가생활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Cook & 

Gazmararian, 2018; Wharton & Blair-Loy, 2006).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이 길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덜 참여하게 되며(Evans et al., 2004), 지역사

회 참여도가 줄어든다고 나타나(Cornwell & Warburton, 2014) 장시간 근

로가 비근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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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주목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로시간이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시간 사용과 관련성을 가지며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생활시간의 사용 양태를 통합적으

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적 생활시간을 유형화한 연구도 있다. 박은정과 이

성림(2013)은 자녀돌보기시간, 미취학자녀와 공유하는 가사노동시간과 여

가시간에 근거하여 20~59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

간을 유형화하였다. 맞벌이 남성은 취약형, 가사양육우위형, 여가우위형

으로, 맞벌이 여성은 취약형, 가사양육중심형, 가사양육형으로 유형화되

었다. 맞벌이 남성과 여성 모두 취약형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

타나 노동시간이 긴 유형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녀돌봄, 가사 및 여가 공

유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근로

시간 유형화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유형화 지표로 근로시간을 사

용하는 경우와 가족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

타나며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외숙 등(2012)은 20~59세 기혼자가 평일과 주말에 사용하는 가족식사

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을 지표로 활용하여 유형화

를 수행하였다. 도출된 유형의 종류가 평일과 주말 모두 비공유형, 여가

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전반적공유형으로 유사했고, 비공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각 유형에서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일

에는 비공유형에서 약 74%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주말에는 그 비율이 

약 49%로 감소하고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른 유형에서의 비율이 

증가하여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냈다. 평

일과 주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가족공유형에서 특히 높은 분포를 차지한다는 결과는 맞벌이 부

부의 가족공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근로시간이 긴 맞벌이 부부의 유형에서 사적 생활시간의 보장

이 어려웠다는 연구결과(권소영, 이재림, 2019; 조미라, 2017; Cook & 

Gazmararian, 2018; Wharton & Blair-Loy, 2006)와 일맥상통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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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비맞벌이 근로자에 비해 충분

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추가적인 정보 또한 제공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은 상호관계성이 있으며, 어떤 

생활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든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유형에서 다른 생활시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밝혔다. 주로 특정 

생활영역의 시간에 주목한 후, 다른 생활시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생활영역에 시간이 분배되는 종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특정 생활시간의 다양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생활

시간을 함께 유형화 지표로 활용하여 생활시간 전체의 사용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근로시간과 기타 생활시간을 모두 유형화 지표로 활용한 연구로는 우

선 일시간과 가족시간에 집중한 연구가 있으며, 일·가족 시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부부단위로 유형화를 수행하여 부부간 성별 분업의 역

동에 주목하였다. 김진욱과 최영준(2012)은 남편이 주 40시간 이상 전일

제 유급노동을 수행하고 미취학 아동을 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평일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총합에서 남성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형화를 시도했고, 유형화의 양상이 1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

펴보았다.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두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가 모

두 유급노동을 하지만 맞벌이 남편의 무급노동시간이 적은 이중노동부담 

유형이 감소하고, 맞벌이 부부가 함께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는 이중노동부담형에 집

중되어 있어 일·가족 시간 배분의 추이가 불균형적임을 나타냈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을 직접적으로 유형화한 연구도 존

재하는데, 국내연구와 국외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다. 마경희(2008)는 맞

벌이 남편과 부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과 함께 맞벌이 

부인의 소득 기여도, 가사 기여도에 근거하여 부부의 일·가족 시간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모두 유급노동에 적절한 

수준으로 헌신하면서 비교적 동등하게 무급노동을 분담하지만 여전히 맞

벌이 부인이 가족적 책임을 더 많이 지는 잠재적 2인 양육자 유형,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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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별분업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수정 남성 부양자 유형, 그리

고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사노동보다는 유급노동에 절대적인 시간을 투

자하는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 유형이 도출되었다. Kitterød와 

Lappegård(2012)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노르웨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

로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분담이 부부간 동등

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일·

가족 시간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마경희(2008) 연구의 수정 남성 부

양자 유형과 유사하게 전통적 성별분업의 모습을 보이는 신전통주의

(Neo-traditional) 유형과 잠재적 2인 양육자 모형과 비슷하게 유급 및 무

급 노동을 부부간 공평하게 분담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약한 성평등

(Gender-equal light) 유형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한국 맞벌이 

부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유형이 나타났는데, 철저하게 성평등적 역할 

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유형이었다. Hall과 MacDermi(2009)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부

부단위로 유형화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맞벌이 남편

은 근로영역을, 맞벌이 아내는 가사영역을 주로 전담하며 부부단위의 상

호보완적 일·가족 균형을 이루는 상호균형적(Counter-balanced) 유형과 

한국 맞벌이 부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성평등적 분담을 보여주는 평형

적(Parallel) 유형이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유급노동에 대한 부담은 부

부간 동등하지만 가사노동의 부담은 맞벌이 아내가 더 많이 지는 2교대

(Second shift) 유형이 나타났다. 정리하면, 한국 맞벌이 근로자는 외국의 

경우보다 일·가족 영역에서 젠더화된 시간 사용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더 뚜렷하며 여전히 유급 및 무급노동의 수행과 일·가족 균형이 개인 

단위가 아닌 부부 단위의 노력으로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가족 시간 이외에 여가, 개인유지시간 등 다른 여러 생활시간까지 

포함하여 유형화를 수행한 연구도 있다. 일·가족 균형을 넘어서 일·생

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가족영역 이외의 

다른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시간 사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미나

와 한경혜(2015)는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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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에 근거하여 시간 사용을 부부 단위로 유형화하였는데, 일시간

과 가족시간을 지표로 사용했던 마경희(2008)의 유형 중 잠재적 보편적 

부양자형, 잠재적 2인 양육자형, 수정 남성 부양자형 순으로 대응되는 

양육중심형, 잠재적 역할공유형, 신전통적 역할분담형에 더해 여가와 관

련된 시간 비중이 큰 여가몰입형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여가활동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사 및 돌봄 활동에 대한 남녀 간 젠더화된 역할분담이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생활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차는 

주된 고려대상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부부 단위로 유형을 도출하여 맞벌이 부부의 시

간 사용에 부부간 역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에 기여하였

다. 하지만 점차 가족중심적 사회에서 개인 단위로 삶의 방식이 재편되

고, 개인의 성장과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지

고 있는 최근의 추세(최은실 등, 2019)를 고려했을 때, 맞벌이 ‘부부’

보단 맞벌이 근로자 ‘개인’의 시간 사용과 일·생활영역에서의 경험이 

균형적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개인 단위로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을 규명한 연구로는 성별을 구

분하여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유형을 각각 도출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김주희(2012)는 취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근거하여 60세 

미만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성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평일 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맞벌이 남성은 취업집중형, 취업·여가병행형, 취업과

소형으로, 맞벌이 여성은 취업집중형, 취업·가사병행형, 취업과소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맞벌이 남성은 근로와 여가 영역에, 맞벌이 여성은 근로

와 가사 영역에 시간이 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수와 이연

숙(2005)은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더해 개인유지시간을 주

된 생활시간으로 고려하였다. 해당 생활시간에 근거하여 미성년자녀를 

둔 기혼근로자의 평일 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결과 중 맞벌이 부부에 해

당하는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은 개인유지중시형이 가장 많았고, 

수입노동중시형, 여가중시형이 추가로 도출된 반면, 맞벌이 부인은 가사

노동중시형이 가장 많았고, 개인유지중시형, 수입노동중시형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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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휴일을 기준으로 하면 맞벌이 남편은 개인유지중시형과 여가

중시형에, 맞벌이 부인은 개인유지중시형과 가사노동중시형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20~59세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가족 및 

여가와 관련된 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김소영과 진미정(2015)의 연구에서

도 개인여가나 부부여가 활동에 비해 가정관리, 자녀돌봄 등 가족활동에 

주말시간을 주되게 사용하는 유형은 그 비중이 적었다. 즉, 맞벌이 근로

자가 시간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평일과 주말에 달랐지만,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중시형에, 남성의 경우 여가중시형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

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즉, 일·가족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생활영역

에서도 젠더화된 시간 사용의 패턴이 발견되었으며, 일 이외에 일상의 

중심이 되는 생활영역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일·생활 시간 사용 유형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특정 성별에 한정하여 시간 사용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박정열과 손영미(2014)는 전일제 여성임금근로자에, 박정열 

등(2014)은 시간제 여성임금근로자에 주목하여 여성 근로자가 근무를 한 

날에 일, 가족, 여가, 성장시간이 사용된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전일제 

여성임금근로자는 가족중심형, 일·여가병행형, 일중심형, 일·성장병행

형, 일·가족병행형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맞벌이 여성 근로자는 가족

중심형과 일·가족병행형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시간제 여성임금근로

자는 성장중심형, 여가·가족병행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으로 분류되었

고, 맞벌이의 비율이 가족중심형에서 가장 높았다. 두 연구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생활시간 사용은 근로, 가족, 여가, 성장 영역에 걸쳐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지만 맞벌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면 여성 근로자의 시

간 배분이 가족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최유정과 이희정(2019)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일, 가족, 여가, 성

장시간을 청년 및 기성 세대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19~39세인 청년세대

는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가족중심형, 성장중심형으로, 40~64세인 기성

세대는 일·여가병행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 성장중심형

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청년세대의 경우 유형 간 맞벌이의 비율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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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성세대에서는 맞벌이 근로자가 미혼이나 외벌

이 근로자에 비해 가족중심형과 일중심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청년 남성 근로자는 맞벌이 부부가 되어도 근로, 가족, 여가, 성장 활동

을 포함한 여러 생활영역에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중년 맞벌이 남

성은 미혼이나 외벌이 남성에 비해 근로와 가족 영역에 시간을 집중적으

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짙었다. 중년의 기혼 근로자의 유급노동시간, 가

족시간, 여가시간을 유형화한 차승은(2008)의 연구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여가중심형에서 제일 낮았던 결과도 중년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이 

여가에 집중되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정리하면,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

해 시간 사용을 규명함에 있어 성별, 세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시간 사

용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명확

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연구들은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영

역에 대한 다양한 참여 양상을 밝히고 성별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몇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다수의 연구들이 성별에 

따라 별도의 유형을 도출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의 유형이 다른 차원으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성별에 따른 비교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 성별을 구분하여 유형화를 실시하면 성별에 따라 시간 사용의 유형

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사용하는 유형화 지표변수의 평균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적인 비교가 어렵다. 연구자들이 여성과 남성 집단에서 각각 도출된 유

형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면 같은 유형명을 부여하였는데, 사실상 다

른 유형이다. 예를 들어, 여성 집단의 가족중심형과 남성 집단의 가족중

심형은 실제적으로 다른 시간사용량을 나타내지만 같은 유형명 때문에 

서로 동일한 유형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유형화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생활 중첩시간도 시간 사용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형화 지표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중년 근로자의 일, 가족, 

여가시간의 사용을 유형화한 차승은(2008)의 연구에서 일관련동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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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동시행동, 여가관련동시행동을 모두 합한 시간이 유형별 어떤 

차이가 있는 분석한 바 있다. 동시행동시간이 가족중심형에서 가장 길고 

여가중심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생활 균형의 관

점에서 경계중첩시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시행동시간량의 총

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행동들의 

동시수행시간에 주목해야 하며, 동시행동이 수행된 생활영역 또한 세분

화하여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행동량에 따라 시간 사용의 질적 특

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 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변수보다는 유형화 지표변수로 활용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또한 

경계의 시간적 중첩인 동시행동 이외에도 집에서 일 관련 행동 수행, 직

장에서 사적 생활 관련 활동 수행 등 공간적 중첩을 통해 일과 생활영역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도 주된 맥락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시간 사용 유형화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맞벌이 근로자의 일상에서 근로, 가족생활, 여가, 개인유지에 사용되

는 시간과 더불어 시간적 중첩과 공간적 중첩이 발생하는 시간을 유형화 

지표로 포함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다양한 일·생활 균형 특성을 규명하

고자 한다. 특히,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유형화

한 후 각 유형 안에서의 성별 비율을 비교하여 유형화의 성차를 살펴보

고자 한다.

2.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관련 설명요인

선행연구에서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근로 관련 요인을 주요하게 보고하였다. 설명변인으로 나타난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성역할태도, 미취학

자녀 유무가 있다. 우선 연령은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이하였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김수정, 김은지, 2007)한 반면, 남성의 경우, 연

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김진욱, 200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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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여가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선, 윤소영, 2009). 한편, 유급노동시

간에는 남녀 모두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유소이, 최윤지, 

2002). 

교육수준은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은 적

은 경향성이 나타났다(김수정, 김은지, 2007; 유성용, 2008). 성별을 구분하

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간이 적고 여가시간이 많아(성지미, 

2006; 한영선, 윤소영, 2009) 성별에 따른 경향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

다. 하지만 고학력 맞벌이 여성의 경우 취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을 하거나 취업노동시간이 적은 생활을 하는 다소 양극화된 특징을 보

였던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주희, 2012)

시간 사용유형 구분과 월평균소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남성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맞벌이 남성은 취업과소형에, 맞벌이 여성은 

취업·가사병행형에 주로 분포하였다.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맞벌이 

남성은 취업·여가병행형과 취업집중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

났고, 맞벌이 여성은 취업집중형에 주로 분포하였다(김주희, 2012). 특히 여

성의 소득이 시간 배분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축적되어 시간 사

용과 소득의 관련성은 여성의 경우 두드러졌다(김수정, 김은지, 2007; 성지

미, 2006; 한경미, 1991).

성역할태도는 일·생활영역에 대한 참여와 시간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인데,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가 평등

할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참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감

소하였다(강학중, 유계숙, 2005; 박선주, 강민주, 2017; 허수연, 2008). 부부

의 성역할태도를 같이 고려한 김소영과 진미정(2016)에 따르면 부부의 성

역할태도가 주중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반면, 주말에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평일 및 주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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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평등한 성역할태도가 취업과 근로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류연규, 2017; 문지선, 2017) 전통적 

가족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가시간을 적게 가졌다(민경선, 2018). 즉,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

시간에,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이 있었다. 

미취학자녀도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근

로시간은 감소하고(유성용, 2008)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의 경우 두드러졌다(손문금, 

2003; 유소이, 최윤지, 2002).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을 유형화한 김주희

(2012)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에는 미취학자녀 유무가 유형 구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집중형보다 취업·가사병행형

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자녀 관련 요인은 취업 여성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은기수, 차승은, 2010) 맞벌이 여

성의 생활시간 전체가 자녀로 인해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관련 특성도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

쳤다. 직업 특성으로 직업분야, 종사상지위, 부업 유무, 정기휴일 등이 대표

적으로 고려되었다. 직업분야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로 고려되었는데, 여성

의 경우 사무직의 평일 근로시간과 관리전문직의 주말 가사노동시간이 다

른 분야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한경미, 1991). 남성의 경우, 직업이 관리전

문직일 때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고(Voydanoff, 1988), 단순노무직보다 

기능조립직이, 기능조립직보다 사무직의 주말 여가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한영선, 윤소영, 2009). 직업 유형은 시간 사용유형 구분에도 영향을 미쳤

는데, 사무직과 전문직은 남성의 경우 취업․여가병행형에, 여성의 경우 취

업·가사병행형에 속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집중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김주희, 2012). 서비스·판

매직이 장시간노동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한 연구결과 또한 존재했

다(조미라, 2017).

종사상지위는 노동시간을 고려하는 시간 배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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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남성은 취업․여가병행형

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여성은 취업집형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맞벌이 남성과 여성 모두 근

로과소형에 주로 속했다(김주희, 2012). 또한 노동시간을 유형화한 연구에

서는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장시간노동형에 속할 확률이 높

았다(조미라, 2017).

마지막으로 휴일형태에 따라 시간 사용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김주희(2012)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정기적인 휴무일수가 많을

수록 근로시간이 긴 유형보다 근로와 가사를 병행하는 유형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 수시로 휴무일을 가지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짧은 취업과소형에서 

비율이 높았다. 맞벌이 남성의 경우에는 수시로 휴무일을 가지는 경우가 

근로시간이 짧은 취업과소형에서 비율이 높은 경향성은 비슷했으나, 정기

적인 휴무일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긴 유형보다 근로와 여가를 병행하

는 유형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시간 사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밝

혀진 요인들을 유형의 설명변수로 고려할 것이다. 일, 가족, 여가, 개인

유지의 시간량과 일·생활 중첩의 하위시간량을 축으로 분류된 유형에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것이다.

3.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관련 결과요인

맞벌이 근로자의 다양한 시간 사용 유형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유형의 

일·생활 균형이 가장 높은지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종속변수로 고려하거나, 일·생활 균형과 상관성이 높

은 시간부족감, 피곤감, 생활만족도 등을 대리변수로 고려하여 일·생활 

균형의 정도를 유추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권

소영과 이재림(2019)에 따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근로시간이 짧은 유형

이 시간 부족과 일·생활 불균형을 모두 낮게 지각하였다. 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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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간을 모두 유형화 지표로 활용한 김주희(2012)의 연구에서도 맞벌

이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노동시간이 긴 유형이 나머지 유형에 비해 시

간부족감을 높게 느껴, 긴 취업노동시간이 일·생활을 균형적으로 영위

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맞벌이 남성과 여성 모두

의 경우, 장시간 근로를 피하고 사적 생활시간의 보장이 시간 부족과 

일·생활 불균형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김외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여가시간이 긴 유형 가족여가우위

형의 시간부족감이 가장 낮았고, 가족여가우위형의 생활만족도가 비가족

공유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비가족공유형은 노동시간이 가장 

긴 유형으로 가족공유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가족여가우위형은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지만 가족공유시간을 확보하여 시간부족감과 생

활만족도 차원에서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었다. 종합하면, 근로시간이 길

면 부정적 심리적 특성을 가질 위험이 증가하지만 가족공유시간의 확보

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한 박은정과 이성림(2013)

에 따르면 맞벌이 남성은 시간 사용 유형별 시간부족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은 근로시간이 가장 긴 취약형에서 

가장 높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가사양육중심형에서 가장 낮았다. 반

면,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간 사용을 유형화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일제 여성의 가족중심형과 시간제 여성의 가족중심형 및 일·가족병행

형은 모두 시간부족감과 피로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과 일·생활 불균형이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였다(박정열, 손영

미, 2014; 박정열 등, 2014). 정리하면, 긴 근로시간은 성별을 불문하고 

일·생활 균형을 낮추고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증가시켰다. 가족생활

에 사용하는 시간은 맞벌이 남성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반면, 맞벌이 여성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긴 근로시

간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일·가

족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면서 심리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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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양가적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 가족, 여가, 개인유

지 시간을 모두 유형화 지표로 활용하였을 때, 유형별 심리적 특성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 결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간부족감, 피곤감, 생활만족도 등 

시간 사용에 대해 맞벌이 근로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심리를 파악하여 긍

정적인 심리를 최대화하는 시간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 사용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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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

시간조사 자료 중 2019년(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를 수집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한 행동

을 2일(48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는 주행동과 부행동을 구분하여 기록되고, 행동

이 수행된 장소와 행동을 함께한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

심을 가지는 공간적, 시간적 중첩시간을 살펴보기 적합한 자료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12,435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6,091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인마다 이틀치의 생활시간을 작성하기 때

문에 총 52,182개의 시간일지가 있다. 그런데 작성 요령이 숙지됨에 따

라 이틀째 조사표의 행동발생건수가 더 다양하게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

나(손애리, 2000), 둘째날 일지만 남기고 첫째날 일지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 행동을 주요하게 고려하는데, 주말은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평일과 시간 사용 역동이 

다르다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김소영, 진미정, 2015; 김외숙 

등, 2012) 주말 일지를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으로 배우자와 동거 중인 맞벌이 근로자를 추출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을 일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사자와 배우자 모두 ‘일을 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휴가 또는 일시 휴

직’이나 ‘일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맞벌이 부부라 할

지라도 조사 당일 근무하지 않은 응답자는 제외하였다.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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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간 사용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보편

적인 은퇴 시기를 고려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맞벌이 근로자 2,721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제 2 절 변수측정

1. 시간 사용 유형화 지표변수

생활시간조사 시간일지에 응답자는 행동을 주행동과 부행동, 단독행동

과 동시행동을 구분하여 기록하게 된다. 10분 간격의 시간대마다 최소 

한 가지의 주행동을 표시하고, 추가로 하나의 부행동까지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행동을 수행한 장소와 함께한사람까지 조사하여 시간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생활영역을 일영역, 가족영역, 여가영역, 개인유지영역

으로 구분하고, 일·생활 중첩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일·가족 중첩영역, 

일·여가 중첩영역, 일·개인유지 중첩영역을 고려한다. 각 일·생활영

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 종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한 행동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정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여러 국가에서 표

준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분류 방식을 따른다. 여러 국가의 시간 사용 조

사(Time-use survey)를 비교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리포트(2018)에 따르면, 유럽 연합 통계국(Eurostat)에서 국제 비교가 가

능하도록 표준화된 행동 분류를 개발하였고, 그 이후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UNSD)가 기존의 분류 방식과 맥을 같이 하며 시간이 

사용되는 활동을 크게 아홉가지로 분류하였다. 아홉가지 행동 분류 체계

는 ‘1) 일 및 일 관련 활동, 2)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 3) 무급 가

사노동, 4) 무급 가족원 돌봄, 5)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6) 학습, 7) 교

제, 소통, 참여 및 종교 활동, 8) 문화, 여가, 대중매체 및 스포츠 활동, 

9) 자가돌봄 및 개인유지’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여러 유럽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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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 사용 조사에서 사소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는 ‘자가소

비를 위한 생산 활동’을 ‘일’에 포함시키고 ‘이동’ 범주를 추가하

였는데, 큰 틀에서는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행

동분류체계가 국제적인 검증과 인정을 받은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에 높은 수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생활시간조사의 행동 분류에서 보고하고 있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일·생활영역을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 종류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일·생활영역의 총행동시간량과 일·생활 중첩시간량

을 지표변수로 활용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을 도출하였다. 

근로시간량, 가족시간량, 여가시간량, 개인유지시간량은 각 일·생활영역

에 해당하는 행동을 주행동으로서 수행한 시간량으로 계산하였다. 일·

생활 중첩시간량은 크게 시간적 중첩시간량과 공간적 중첩시간량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시간적 중첩시간량은 일과 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서로 다

른 행동이 동시적으로 수행된 시간으로 계산하고, 공간적 중첩시간은 직

장에서 생활영역과 관련된 행동을 한 시간과 집에서 근로를 수행한 시간

을 고려하였다. 

일·생활 중첩시간의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일·가족 중첩시간은 일과 가족관련행동이 동시적으로 수행된 시간적 중

첩시간, 집에서 일관련행동을 수행한 공간적 중첩시간, 직장에서 가족관

련행동을 수행한 공간적 중첩시간을 고려하였다. 일·여가 중첩시간은 

일 및 여가관련행동을 동시적으로 수행한 시간적 중첩시간, 직장에서 여

가관련행동을 수행한 공간적 중첩시간을 계산하였고, 일·개인유지 중첩

시간은 일 및 개인유지 관련행동을 동시적으로 수행한 시간적 중첩시간, 

직장에서 개인유지관련행동을 수행한 공간적 중첩시간을 고려하였다. 집

이라는 공간은 가족영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리적 장소이기 때문에 

일영역이 가족영역에 침투하는 장소적 중첩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와 개인유지는 해당 영역들의 성격을 차별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소를 

제시하기 어렵고, 생활시간조사에서 집과 직장 이외의 공간을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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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외’로만 구분하여 여가와 개인유지와 관련된 장소를 고려하는 

데에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여가와 개인유지가 독립적인 영

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이라는 일영역의 공간에서 수행되는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도 일·생활 중첩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지표변수를 계산하였다. 

[표 1] 생활시간의 구분과 행동분류

생활시간 행동분류

근로시간

근로
법인·정부기관·비영리단체등의일, 가계비법인기업의일, 

무급가족일, 창업 활동

근로 

관련 

행동

자가소비를위한일, 일중휴식, 일관련연수, 구직활동, 근로 

관련 이동

가족시간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가족 

돌봄 관련 이동

가족공유

활동
가족과의 대면교제, 가족식사

여가시간

교제여가
대면교제1), 화상·음성·문자·메일·사회관계망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교제, 교제여가 관련 이동

참여여가 자원봉사, 종교 및 의례활동, 참여여가 관련 이동

문화여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취하기, 개인취미활동, 유흥, 문화여가 관련 

이동

학습여가
교양학습, 학교활동, 학원수강, 방송·온라인강의수강, 

스스로학습, 학습여가 관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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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사용 유형의 설명변수

시간 사용 유형의 설명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특성을 고려

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수준, 개인 월평균소득, 성

역할태도, 미취학자녀 유무를 고려하였다. 출생연도와 조사 진행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 나이를 계산하였고, 교육수

준은 ‘학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대학교(2-3년제) 졸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보기로 조사되었다.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분석에서는 ‘학교를 안 다녔음’, ‘초등학교 졸

개인유지

시간

수면 수면, 잠못이룸

식사2) 식사하기, 간식및음료섭취, 식사 관련 이동

건강관리 자기치료, 아파서쉼, 의료서비스받기, 건강관리 관련 이동

위생 및 

외모관리

개인위생, 외모관리, 이미용관련서비스받기, 위생·외모관리 

관련 이동

일·가족 

중첩시간

일과 가족관련행동 동시수행, 집에서 일관련행동 수행, 직장에서 

가족관련행동 수행

일·여가 

중첩시간
일 및 여가관련행동 동시수행, 직장에서 여가관련행동 수행

일·개인

유지 

중첩시간

일 및 개인유지 관련행동 동시수행, 직장에서 개인유지관련행동 수행

주. 1)함께한 사람이 가족인 경우 제외, 2)함께한 사람이 배우자,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 가족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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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

하’로, ‘대학원 석사 졸업’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은 ‘대학원 이

상’으로 범주를 수정하여 고려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지난 1년 간 세금 

공제 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 총액의 

월평균 금액에 근거하였다. ‘1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까지

의 범위를 100만원 단위의 9개의 범주로 응답이 나뉘어 조사되었다. 성역

할태도는 유급근로와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로 대표되는 성역할에 대한 의

식을 나타내는 변수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동의, 2점: 약간 동의, 3점: 약간 반대, 4점: 매우 

반대)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한 태도를 의미하도록 척도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미취학자녀 유무는 가구 구성원에 미취학자녀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는 ‘1’,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직업 특성으로는 직업분야, 종사상지위, 휴일형태를 고려하였다. 근로 

분야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으로 조사되었

는데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

스·판매직’, ‘기능직’, ‘기타’로 재코딩하였다. 종사상지위는 ‘상

용종사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측정되었는데 

응답 분포를 고려하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임시/일용 

근로자’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로 재코딩하였다. 휴일형태는 정기 

휴일이 며칠인지 묻는 질문에 ‘1주일에 2일’은 ‘0’으로, ‘1주일에 

1일과 토요일 격주’, ‘1주일에 1일’, ‘2주일에 1일’로 응답한 경우

를 ‘1’로, ‘일정한 휴일 없이 수시로 쉼’으로 응답한 경우를 ‘2’

로 코딩하였다. 

3. 시간 사용 유형의 결과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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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간 사용 유형이 긍정적 심리적 특성과 일·생활 균형을 증진하

는지 파악하기 위해 결과변인으로 시간부족감, 피곤감, 생활만족도를 고

려하였다. 시간부족감은 평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얼마나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2점: 가끔 부족

하다고 느낌, 3점: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4점: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

하도록 척도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피곤감은 일과시간을 보낸 후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지 나타내는 

변수로, ‘평소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십니

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피곤함, 2점: 

조금 피곤함, 3점: 거의 피곤하지 않음, 4점: 전혀 피곤하지 않음)로 측정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피곤함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문항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시간 활용과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

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

우 만족, 2점: 약간 만족, 3점: 보통, 4점: 약간 불만족, 5점: 매우 불만족)

로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를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

하도록 척도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일·생활영역에 사용한 주행동시간량과 함께 일·생활 중첩이 발생하

는 시간량에 근거하여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프

로파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특성과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형 변수인 관측 지표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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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인 모집단 내에서 응답 패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잠재 유형을 발

견하는 분석방법이다(홍세희, 2019).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들은 분석에서 

고려하는 관련 변인의 종류가 달라질 때마다 유형화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프로파일 구성의 분류오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Asparouhov & Muthén, 2014; Collier & Leite, 2017; 

Vermun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3단계 

접근법은 우선 1단계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사후확률분포를 구

한다. 2단계로 프로파일 구성의 사후확률분포를 활용하여 응답자가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유형과 실제 유형이 다를 확률을 분류오

차로서 고려한다. 마지막 3단계로 예측변수와 결과변수를 보조적 관찰변

수로 활용하여 프로파일 구성에 대한 관련 변인을 추정한다. 3단계 접근

법은 분류오차를 줄이고 프로파일 구성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낮

은 검정력의 문제 또한 보완할 수 있다(구소희 등, 2020). 2단계 접근법

과 3단계 접근법의 결과를 비교한 구소희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3단

계 접근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유형들이 2단계 접근법에서는 차

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2단계 접근법이 유형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수 있고, 검정력이 낮아지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량, 가족시간량, 여가시간

량, 개인유지시간량과 일·가족 중첩시간량, 일·여가 중첩시간량, 일·

개인유지 중첩시간량을 유형화 지표변수로서 잠재프로파일모형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관련 변수를 보조적 예측변

수로, 시간부족감, 피곤감, 생활만족도를 보조적 결과변수로 활용하였다. 

Mplus 8.0에서 제공하는 3단계 접근법 명령어 코드를 활용하였다. 

‘DCAT’ 명령어를 활용하여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관련 구성 

비율이 어떤지 살펴보았고, ‘R3STEP’ 명령어를 사용하여 사회인구학

적 특성과 직업 특성이 프로파일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지스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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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DU3STEP’ 명령어를 활용하여 프로파일 

간 시간부족감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Wald 검정으로 살

펴보았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순차적으로 증가

시키며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통계적 

기준으로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값을 활용하였

다. 정보지수는 값이 감소할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나타내는 값이다. 또

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과 χ2검정을 통해 프로파일 개수가 

k-1개인 모형과 k개인 모형을 비교하는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검정과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검정을 활용하였다.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8 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LRT 검정과 

BLRT 검정의 결과가 유의하다면 k-1개 모형보다 k개 모형이 더 적합함

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표본 수 대비 각 계층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비

율을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준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최소 

비율에 대해 학자들 간 합의된 바가 없다. 그보다 유형 구분에 대한 해

석 가능성을 살펴보며, 유형 구분이 수준별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중시하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는 것이 대

세적 접근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모형적합도 지

표와 함께 유형화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바탕으로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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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 2,721명의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관

련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364명(50.13%), 여성 1,357명(49.87%)으로 유사

한 비율로 구성된다. 연령대는 40대가 1,058명(38.88%), 50대가 941명

(34.58%)으로 연구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30대는 623명(22.90%), 

20대는 99명(3.64%)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하인 경우가 1,041명(38.26%)으로 가장 많으며, 4년제대졸 846명(31.09%), 

전문대졸 626명(23.01%), 대학원이상 208명(7.6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월평균소득을 200만원 단위로 소득구간을 나누어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1,219명(44.80%), 200만원 미만에 924명(33.96%)

이 분포하여 400만원 미만에 연구대상의 약 80%가 속했으며, 4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440명(16.17%),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77명(2.83%), 800

만원 이상 61명(2.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는 

2,143명(78.76%)이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578명(21.24%)이다. 성역할

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정도가 응답가능

범위 1-4점에서 평균 3.13점(표준편차 .81)으로 비교적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나타

내었다.

직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이 1,346명(49.47%)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능직, 단순노무직 및 기타 숙련

직이 741명(27.23%), 서비스직 및 판매직이 634명(23.30%)으로 비슷한 분포

를 나타낸다.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1,772명(65.12%)으로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601명(22.09%), 임시/일용 근로자 348명(12.79%) 

순으로 나타난다. 휴일형태는 1주일에 2일 정기적으로 휴무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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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명(58.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2주일에 1~2일 정기적으

로 휴무하는 경우 742명(27.27), 정기적인 휴일 없이 불규칙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395명(14.52%)이다. 

[표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관련 특성 (N = 2,721)
n % n %

성별

남성 1,364 50.13 미취학

자녀

유무

없음 2,143 78.76

여성 1,357 49.87 있음 578 21.24

연령대

20대 99 3.64

교육

수준

고졸이하 1,041 38.26

30대 623 22.90 전문대졸 626 23.01

40대 1,058 38.88 4년제대졸 846 31.09

50대 941 34.58 대학원이상 208 7.64

직업 

분야

관리/전문/

사무직
1,346 49.4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772 65.12

기능/단순노무/

기타숙련직
741 27.23

임시·일용 

근로자
348 12.79

서비스/판매직 634 23.30 자영업자 601 22.09

개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924 33.96

휴일 

형태

1주일에 2일 1,584 58.21

200만원~

400만원 미만
1,219 44.80 2주일에 1~2일 742 27.27

400만원~

600만원 미만
440 16.17 불규칙 395 14.52

600만원 이상 138 5.07 성역할태도 3.1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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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화

맞벌이 근로자가 생활시간을 사용하는 다양한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3

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변하는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간 비교 검정의 결과

를 살펴보았으며, 분류율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

적인 적합도 수치의 변화 양상은 [표 3]과 같다. 

AIC, BIC SABIC 값은 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했다. 프로

파일 수의 변화와 무관하게 LRT 검정 결과는 2개 모형 이후부터는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고, BLRT 검정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하지만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의 값이 4개 모형까지는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내다가 5개 모형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분류율을 

살펴보면, 5개 모형까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프로파일의 최소 비율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유형이 나타나진 않았다. 하지만 4개 모형까지는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였지

만 5개 모형에서는 기존 유형과 양적 수준만 다른 유형이 추가되는 것에 

그쳤다. 즉, 5개 모형부터는 유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4개 모형이 유형화의 간결성과 정보 제공의 충

분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었다.

4개 모형을 잠재적인 최종 모형으로 설정한 후 프로파일 분류 사후확

률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프로파일 분류 사후확률은 보조적 변수를 

추가하여 분류오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 구분이 높은 신뢰수준

에서 이루어졌는지 나타낸다. 사후확률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4]와 같

다. 프로파일 1에 속한 응답자가 프로파일 1에 분류될 확률이 .98, 프로

파일 2에 속한 응답자가 프로파일 2에 분류될 확률이 .84, 프로파일 3에 

속한 응답자가 프로파일 3에 분류될 확률이 .99, 프로파일 4에 속한 응

답자가 프로파일 4에 분류될 확률이 .99로 모든 프로파일에 대하여 분류 

확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지

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프로파일 개수가 4개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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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212853.01 211300.24 210104.90 209027.07

BIC 212983.00 211477.50 210329.44 209298.88

SABIC 212913.10 211382.19 210208.70 209152.72

분류의 질 Entropy 1.00 .99 .99 .93
모형 간 

비교 검정1)

LRT .04 .14 .21 .40

BLRT .00 .00 .00 .00

분류율

1 97.83 93.51 78.54 76.63
2 2.17 4.48 14.88 13.89
3 2.17 4.48 4.37
4 2.10 3.60
5 1.51

주. 1)p값을 제시함

[표 4]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잠재프로파일 분류 사후확률
프로파일 1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프로파일 4

프로파일 1에 속할 확률 .98 .02 .00 .00
프로파일 2에 속할 확률 .16 .84 .00 .00
프로파일 3에 속할 확률 .01 .00 .99 .00
프로파일 4에 속할 확률 .01 .00 .00 .99

평균 생활시간량에 근거하여 각 프로파일의 유형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프로파일 명명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생활시간량이 프

로파일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Wald 검정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시간사용량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각 프로파일의 시간량이 전체 평균과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장 두드러

지는 시간 사용 특성을 반영한 유형명과 구체적인 생활시간량 평균 추정

치는 [표 5]와 같으며, 시간 사용 양태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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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떤 생활영역에서 유형 간 시간량의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용이하

게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량의 표준화 점수를 구한 후 [그림 2]와 같이 

상대적인 시간량 차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프로파일 1은 총 2,137명(78.54%)이 속한 유형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가 해당되었다. 근로시간(M = 548.11분)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유형들 

중 두번째로 길었다. 가족시간(M = 113.33분)과 여가시간(M = 164.73분)

은 전체 평균보다 낮고 개인유지시간(M = 652.13분)은 전체 평균 수준이

었다. 일·생활 중첩시간의 경우 일·가족 중첩시간(M = 6.09분)과 일·

개인유지 중첩시간(M = 3.98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여

가 중첩시간(M = 62.94분)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다. 시

간사용량의 표준화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프로파일 1은 다른 

유형보다 근로시간(Z = 0.27점)이 높고, 나머지 생활 내 영역과 중첩영역

에서는 시간사용량이 낮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즉, 다른 생활시간과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이 유형을 ‘일

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2는 총 405명(14.88%)이 속한 유형이다. 유형들 중 근로시간

(M = 312.53분)이 가장 적었고, 가족시간(M = 334.24분)은 가장 길었으며,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여가시간(M = 189.63분)과 개인

유지시간(M = 669.07분) 또한 전체 평균보다 길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가족 중첩시간(M = 12.79분)은 전체 평균 수준이었고, 

일·여가 중첩시간(M = 34.01분)과 일·개인유지 중첩시간(M = 2.06분)은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시간사용량의 표준화 점수를 통해서도 

가족시간의 점수(Z = 1.59점)가 다른 유형에 비해 뚜렷하게 높으나 나머

지 영역의 점수는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프

로파일 2는 다른 생활시간과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가족시간이 

가장 길었으므로 ‘가족중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프로파일 3은 122명(4.48%)이 해당된 유형으로, 일중심형과 비슷한 수

준으로 근로시간(M = 596.64분)이 매우 길었다. 가족시간(M = 101.51분)

과 개인유지시간(M = 608.22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여가시간(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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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분)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였다. 일·가족 중첩시간(M = 8.23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일·여가 중첩시간(M = 85.86분)과 일·

개인유지 중첩시간(M = 59.94분)은 전체 평균보다 길고, 유형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화 점수에 근거하여 유형간 비교를 

했을 때, 일·개인유지 중첩시간(Z = 3.55점)이 다른 유형들보다 뚜렷하

게 높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종합적으로 이 유형은 근로시간이 길고 일

과 여가 및 개인유지와 같은 개인생활이 중첩되는 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일·개인생활 중첩형’으로 유형명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 4는 가장 적은 응답자가 속한 유형으로, 57명

(2.10%)이 해당되었다. 근로시간(M = 405.58분)은 가족중심형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가족시간(M = 275.89분)은 가족중심형과 함께 가장 길었으

며, 여가시간(M = 188.81분)은 전체 평균과 차이가 없고, 개인유지시간(M 

= 624.10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일·가족 중첩시간(M = 295.67분)

은 유형들 중 가장 길었으며, 일·여가 중첩시간(M = 60.65분)은 전체 평

균 수준이었고, 일·개인유지 중첩시간(M = 2.55분)은 전체 평균보다 낮

았다. 시간사용량의 표준화 점수는 이 유형의 일·가족 중첩시간(Z = 

5.81점)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을 나타내며, 유형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 일·가족 중첩영역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가

족시간이 가장 길고, 짧은 근로시간마저 가족활동과 중첩하여 수행한다

는 점에서 ‘일·가족 중첩형’으로 유형명을 정하였다.

정리하면, 일중심형과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생활시간이 근로시간 중

심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일중심형보

다 여가나 개인유지와 같은 개인생활이 일과 중첩되는 시간이 유의하게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족중심형과 일·가족 중첩형 또한 가족시간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일·가족 중첩

형은 가족중심형보다 일과 가족시간의 경계가 겹쳐지는 시간이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유형간 시간사용량의 차이가 총시간량이 아닌 중첩

시간량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특히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의 유형간 

차이는 총시간량에서는 포착되지 않고 중첩시간량에서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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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평균 생활시간량 양태 

(단위: 시간)

[그림 2]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평균 생활시간량 표준화 점수 양태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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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평균 생활시간량 기술통계 

전체 
(N = 2,721)

프로파일 1
(n = 2,137)

t

프로파일 2
(n = 405)

t

프로파일 3
(n = 122)

t

프로파일 4
(n = 57)

t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일·개인생활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M(SE) M(SE) M(SE) M(SE) M(SE)

근로시간 509.90(2.71) 548.11(3.71)b 16.58*** 312.53(12.62)d
 

-39.98
*** 596.64(15.44)a 7.29*** 405.58(36.56)c -5.25***

가족시간 151.21(2.36) 113.33(2.84)b -21.82*** 334.24(14.10)a 34.54*** 101.51(10.11)b -5.45*** 275.89(26.56)a 5.72***

여가시간 169.06(1.93) 164.73(3.12) -2.16* 189.64(13.53) 3.60** 162.01(8.92) -0.78 188.81(22.62) 1.21

개인유지
시간

652.35(1.76) 652.13(2.28)a -0.08 669.07(8.97)a 3.16** 608.22(10.40)bc -4.80*** 624.10(12.79)b -2.21*

일·가족
중첩시간

13.28(0.93) 6.09(0.68)c -17.17*** 12.79(1.70)b -0.58 8.23(2.03)bc -2.59* 295.67(31.00)a 20.80***

일·여가
중첩시간

59.29(1.35) 62.94(1.66)b 2.36* 34.01(2.52)c -12.43*** 85.86(8.28)a 3.77*** 60.65(20.21)b 0.10

일·개인유지 
중첩시간

6.05(0.29) 3.98(0.29)b -12.11*** 2.06(0.32)c -15.09*** 59.94(5.12)a 21.41*** 2.55(0.88)b -4.27***

*p < .05, **p < .01, ***p < .001.
주. 시간량의 단위: 분
   아래첨자 알파벳은 p < .05 수준에서 프로파일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Wald 검정의 결과임; 여가시간 이외의 모든 생활시
간에서 유형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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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 관련 요인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특성이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당 독립변수들을 보조적 변수로 투입

한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이 어떤 사회

인구학적 및 직업 관련 특성을 가진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유형별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주형 종속변수에 대한 Wald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6] 참고). 설명변수 중 성역할태도는 연속형 변수로 고려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지만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의 차이 검정

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여 성역할태도를 연

속형 변수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과 동시에 분석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성역할태도를 다른 설명변수와 함께 같은 분석 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범주형 변수로 고려하였다. ‘남자

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매우 동의 혹은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로, 약간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고려하였다. 또한 다

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7] 

참고).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일·

개인생활 중첩형보다 일중심형(B = -0.47, p <.05), 가족중심형(B = -2.98, 

p < .001), 일·가족 중첩형(B = 2.14, p < .001)에, 일중심형보다 가족중

심형(B = 2.51, p < .001)과 일·가족 중첩형(B = 1.67, p < .001)에, 그리

고 일·가족 중첩형보다 가족중심형(B = -0.85, p < .05)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유형간 성별 구성의 차이(χ2 = 548.57, p < .00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일중심형에서 63.1%, 일·개인생활 중첩형에서 70.3%

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가족중심형에서 92.7%, 일·가족 중첩형에서는 

79.1%를 차지하였다. 즉, 여성은 가족시간과 일·가족 중첩시간이 긴 유

형에 더 많이 분포하는 반면, 남성은 근로시간이 길고, 일과 개인생활이 

중첩되는 시간이 긴 유형에 속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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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높을수록 가족중심형보다 일중심형(B = -0.04, p < .001) 혹은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04,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고, 일·가

족 중첩형보다 일중심형(B = -0.03, p < .05)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시간보다는 근로시간이 긴 유형에 속하는 경

향성이 나타났다. 유형간 연령대 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χ2 = 547.10, p 

< .001), 30대는 가족중심형(39.6%)과 일·가족 중첩형(26.4%)에서 그 비

율이 높았고, 40대는 일중심형(39.6%)과 일·개인생활 중첩형(43.0%)에서 

비율이 높았다. 50대 또한 일중심형(37.2%)과 일·개인생활 중첩형

(33.3%)에서 비율이 높았고, 이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중심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44, p < 

.001)과 일·가족 중첩형(B = 0.45,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

족중심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52, p < .001)과 일·가족 중첩

형(B = 0.53, p < .0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유형별 교육수준의 구성 

또한 일중심형 및 가족중심형이 일·개인생활 중첩형 및 일·가족 중첩

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 = 43.95, p < .001). 일중

심형과 가족중심형은 고졸이하가 각각 39.6%, 38.9%를 차지하며 가장 많

은 반면, 일·개인생활 중첩형과 일·가족 중첩형은 4년제대졸의 비율이 

43.3%, 49.1%를 각각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일과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경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인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중심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형(B = 

1.41, p < .001), 일중심형(B = -1.22, p < .001), 일·가족 중첩형(B = 

0.80,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일중심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

형(B = 0.19, p < .001)에, 일·가족 중첩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61,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 월평균소득을 200만원 단

위로 구간을 구분하여 유형별 응답자가 많이 분포하는 소득 구간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χ2 = 610.94, p < .001), 가족중심형은 200만원 미만에 

78.5%가 해당되어 다수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소득구간에 속했다. 일·

개인생활 중첩형은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에 80.5%가 속해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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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일중심형과 일·가족 중첩형은 400만원 미

만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속했는데, 일중심형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

만에 51.1%, 200만원 미만에 24.4%가 속한 반면, 일·가족 중첩형은 200

만원 미만에 54.5%,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 29.2%가 해당되어 상

대적으로 더 낮은 소득구간에 더 많은 응답자가 해당되었다. 즉, 높은 

소득일수록 가족중심형일 가능성이 가장 적고, 일·개인생활 중첩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일중심형보다 가족중심형(B = 0.22, p < .001)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중심형보다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30,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즉,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응답자는 근로시간보다 가족시간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일과 개인

생활이 중첩되는 시간을 더 길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전

통적 태도와 평등적 태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중심형과 가족중심형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 8.14, p < .05). 가족중심형에는 일중심

형보다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응답자가 더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성별 구성에서 가족중심형에는 여성이 다수이고, 일중심형

은 남성이 다수인 구성이 이러한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에 반영되었다고 

추측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일중심형보다 가족중심형

(B = 0.96, p < .001)과 일·가족 중첩형(B = 0.61, p < .05)에 속할 확률

이 높았고, 일·개인생활 중첩형보다 가족중심형(B = -0.72,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미취학자녀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χ2 = 34.39, p < .001), 모든 유형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가족중심형에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일중심형에서 17.5%로 가장 낮았다. 일·개인생활 

중첩형과 일·가족 중첩형의 비율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가족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업분야 중 기능·단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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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타숙련직은 관리/전문/사무직에 비해 가족중심형보다 일중심형(B 

= -0.58, p < .001)에, 일·개인생활 중첩형보다 일중심형(B = -0.76,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서비스·판매직은 관리/전문/사무직에 

비해 일·개인생활 중첩형(B = -1.50, p < .001), 일중심형(B = 0.89, p < 

.001), 일·가족 중첩형(B = 0.11, p < .01)보다 가족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일·개인생활 중첩형보다 일중심형(B = -0.61, p < .05)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직업분야의 구성 비율을 유형간 비교하면(χ2 = 79.54, p 

< .001), 관리/전문/사무직은 일·개인생활 중첩형과 일·가족 중첩형의 

70.0%를 구성한 반면, 기능·단순노무·기타숙련직은 일중심형의 30%를 

차지하며 유형들 중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나타냈다. 서비스·판매직은 

가족중심형의 39.3%를 차지하며 이 유형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관리/전문/사무직은 일·생활 중첩시간이 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고, 나머지 분야는 일·생활 중첩시간이 짧은 유형에 주로 해당되었다. 

또한 기능·단순노무·기타숙련직은 근로시간에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분

배하는 유형에, 서비스·판매직은 가족시간에 생활시간을 주로 사용하는 

유형에 속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일중심형보

다 가족중심형(B = 1.73, p < .001) 혹은 일·가족 중첩형(B = 1.45, p < 

.001)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일·개인생활 중첩형보다 가족중심형(B = 

-2.39, p < .001)이나 일·가족 중첩형(B = 2.10, p < .00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에 비해 일중심형보다 가족중심

형(B = 0.65, p < .001) 혹은 일·가족 중첩형(B = 1.60, p < .001)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일·개인생활 중첩형보다 가족중심형(B = -1.10, p < 

.001)이나 일·가족 중첩형(B = 2.05, p < .00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

한 가족중심형보다 일·가족 중첩형(B = 0.95, p < .0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유형간 종사상지위 구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χ2 = 

79.54, p < .001), 일중심형의 72.4%와 일·개인생활 중첩형의 83.3%는 상

용근로자로, 근로시간이 긴 유형의 다수는 상용근로자였다. 반면, 가족중

심형의 69.3%와 일·가족 중첩형의 83.1%는 임시/일용 근로자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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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성되었다. 즉, 상용근로자는 생활시간이 일 중심적으로 구성되는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가족영역에 더 생활시

간을 할애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휴일형태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휴무일이 더 적은 경우 일·

가족 중첩형보다 가족중심형(B = -1.51, p < .05), 일·개인생활 중첩형(B 

= -1.45, p < .05), 일중심형(B = -2.11, p < .001)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

고, 가족중심형(B = -0.60, p < .001)과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66, p 

< .05)보다 일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정기적인 휴일이 있는 경우

와 불규칙하게 수시로 휴무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수시로 휴무하는 경

우에 일중심형(B = 0.64, p < .001)과 일·개인생활 중첩형(B = -0.74, p 

< .05)보다 가족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가족중심형(B = 1.30, p < 

.001), 일중심형(B = 1.30, p < .001), 일·개인생활 중첩형(B = 2.04, p < 

.001)보다 일·가족 중첩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유형별 휴일형태

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χ2 = 103.67, p < .001), 일·가족 중첩형을 제

외한 모든 유형에서 정기적인 휴일이 1주일에 2일 있는 경우가 가장 많

았는데, 그 비율이 일·개인생활 중첩형에서 약 70%로 가장 높았고, 일

중심형과 가족중심형은 약 60%였다. 반면, 일·가족 중첩형은 정기적인 

휴일 없이 불규칙적으로 휴무일을 가지는 경우가 약 50%를 차지하며 휴

일형태 중 가장 많았다. 즉, 정기적인 휴무일 수가 증가하거나 휴무일이 

비정규적일수록 가족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고, 일과 가족 영역이 중첩되

는 경향성이 더 두드러졌다. 

[표 6]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관련 특성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일·개인생활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χ2

%(SE) %(SE) %(SE) %(SE)
성별

남성 .63(.02) .07(.01) .70(.05) .21(.07)
548.57***여성 .37(.02) .93(.01) .30(.05) .79(.07)

사후검정 a b a b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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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04(.00) .04(.01) .01(.01) .05(.03)

47.10***
30대 .19(.01) .40(.03) .23(.04) .26(.08)
40대 .40(.01) .34(.03) .43(.05) .39(.09)
50대 .37(.01) .23(.03) .33(.05) .30(.06)

사후검정 a b c abc
교육수준

고졸이하 .40(.01) .39(.03) .19(.04) .22(.06)

43.95***
전문대졸 .23(.01) .23(.02) .25(.05) .15(.05)
4년제대졸 .30(.01) .32(.03) .43(.05) .49(.07)
대학원이상 .08(.01) .06(.01) .13(.03) .13(.05)
사후검정 a a b b

개인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4(.01) .79(.02) .12(.04) .55(.07)

610.94***

200만원~400만원 미만 .51(.01) .19(.02) .46(.05) .29(.06)
400만원~600만원 미만 .19(.01) .02(.01) .35(.05) .07(.03)
600만원~800만원 미만 .03(.00) .00(.01) .03(.02) .04(.05)

800만원 이상 .03(.00) .00(.00) .05(.02) .05(.03)
사후검정 a b c d

성역할태도
전통적 .23(.01) .16(.02) .19(.04) .23(.06)

8.14*평등적 .77(.01) .84(.02) .81(.04) .77(.06)
사후검정 a b ab ab

미취학자녀
없음 .83(.01) .61(.04) .79(.04) .72(.06)

34.39***있음 .18(.01) .39(.04) .21(.04) .28(.06)
사후검정 a b b ab

직업분야
관리/전문/사무직 .49(.01) .43(.03) .70(.04) .70(.08)

79.54***
기능/단순노무/기타숙련직 .30(.01) .18(.02) .17(.04) .16(.07)

서비스/판매직 .21(.01) .39(.03) .13(.03) .14(.05)
사후검정 a b c c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72(.01) .31(.03) .83(.04) .17(.05)

296.70***
임시/일용 근로자 .08(.01) .35(.03) .04(.02) .28(.06)

자영업자 .19(.01) .34(.03) .13(.04) .56(.07)
사후검정 a b c d

휴일형태
1주일에 2일 .58(.01) .60(.03) .70(.04) .45(.07)

103.67***
2주일에 1~2일 .30(.01) .18(.02) .18(.04) .05(.03)
불규칙적인 휴일 .12(.01) .22(.03) .11(.03) .50(.07)

사후검정 a b c d
*p < .05, **p < .01, ***p < .001.

주. 알파벳은 p < .05 수준에서 프로파일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Wald 검정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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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 관련 영향요인

기준: 일중심형 기준: 가족중심형
기준: 

일·개인생활중첩형

가족중심형
일·개인생활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일·개인생활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B.(SE) B.(SE) B.(SE) B.(SE) B.(SE) B.(SE)

여성1) 2.51(.23)*** -0.47(.22)* 1.67(.34)*** -2.98(.31)*** -0.85(.40)* 2.14(.39)***

연령 -0.04(.01)*** -0.00(.01) -0.03(.02)* 0.04(.01)** 0.00(.02) -0.03(.02)

교육수준 -0.08(.06) 0.44(.09)*** 0.45(.13)** 0.52(.11)*** 0.53(.14)*** 0.01(.16)

개인 월평균소득 -1.22(.12)*** 0.19(.04)*** -0.41(.22) 1.41(.12)*** 0.80(.24)** -0.61(.23)**

성역할태도 0.22(.08)** 0.30(.13)* 0.23(.21) 0.08(.15) 0.01(.22) -0.07(.24)

미취학자녀 있음1) 0.96(.14)*** 0.24(.25) 0.61(.31)* -0.72(.27)** -0.35(.33) 0.37(.39)

직업분야1)

기능/단순노무/

기타숙련직
-0.58(.16)*** -0.76(.27)** -0.70(.36) -0.18(.30) -0.12(.38) 0.07(.44)

서비스/판매직 0.89(.13)*** -0.61(.30)* -0.50(.40) -1.50(.32)*** -1.39(.41)** 0.11(.49)

종사상지위1)

임시/일용 근로자 1.73(.15)*** -0.65(.49) 1.45(.31)*** -2.39(.49)*** -0.28(.32) 2.10(.56)***

자영업자 0.65(.14)*** -0.45(.29) 1.60(.28)*** -1.10(.31)*** 0.95(.30)** 2.05(.39)***

휴일형태1)

2주일에 1~2일 -0.60(.16)*** -0.66(.26)* -2.11(.64)** -0.06(.29) -1.51(.66)* -1.45(.69)*

수시로 휴일 0.64(.16)*** -0.10(.31) 1.94(.28)*** -0.74(.33)* 1.30(.30)*** 2.04(.41)***

*p < .05, **p < .01, ***p < .001.

주. 1)기준집단-남성, 미취학자녀 없음, 관리/전문/사무직, 상용근로자, 1주일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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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간부족감, 피곤감,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고려한 

Wald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종속변수는 유형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심리적 특성의 평균 추정치와 차이 검정 결과는 

[표 8]과 같다.

시간부족감은 일·개인생활 중첩형(M = 3.30)과 일·가족 중첩형(M = 

3.13)에서 가장 높고 일중심형(M = 3.07), 가족중심형(M = 2.93) 순으로 

나타났다(χ2 = 16.68, p < .01). 일과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시간이 긴 유

형이 그렇지 않은 유형보다 시간부족감을 크게 인식하였다. 피곤감은 

일·개인생활 중첩형(M = 3.40)에서 가장 높고 일·가족 중첩형(M = 

3.26)과 일중심형(M = 3.24)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가족중심형(M = 

3.17)이 가장 낮았다(χ2 = 12.17, p < .01). 생활만족도는 가족중심형과 

일·가족 중첩형이 가장 높고 일중심형이 가장 낮았으며(χ2 = 9.38, p < 

.05),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유형간 여러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가장 긍정적인 

유형은 가족중심형이었다. 가족중심형은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가장 낮

고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시간부족감

과 피곤감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간 사용 유형으로 나타났

다. 일·가족 중첩형 또한 시간부족감이 일·개인생활 중첩형과 유사한 

수준이고 피곤감은 두번째로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생활 중

첩시간이 시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부족감과 피곤감과 관련해서는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 중첩시간의 영향력이 부정적이었지만 생활만족

도와 관련해서는 일·생활 중첩시간량 자체보다는 어떤 생활영역에 시간

을 많이 할애하는지가 관건이었다. 가족시간이 길게 확보된 가족중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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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가족 중첩형은 근로시간이 긴 일중심형과 일·개인생활 중첩형보

다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근로시간에 배

분하는 삶의 형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부정적 요인인 반면, 가족시간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삶의 형태는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표 8]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일·개인생활

중첩형

일·가족

중첩형 χ2

M.(SE) M.(SE) M.(SE) M.(SE)

시간부족감 3.07(.02)b 2.93(.05)c 3.30(.08)a 3.13(.10)ab 16.68**

피곤감 3.24(.01)b 3.17(.04)c 3.40(.06)a 3.26(.07)b 12.17**

생활만족도 3.30(.02)b 3.42(.04)a 3.31(.08)b 3.47(.12)a 9.38*

**p < .01, ***p < .001.
주. 아래첨자 알파벳은 p < .05 수준에서 유형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Wald 검정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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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20~59세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특성에 근거하

여 잠재프로파일모형을 분석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 관련 특성

이 프로파일 구성에 미치는 영향과 프로파일 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시간 사용 특성으로 일, 가족, 여가, 개인유지 영역의 각 행

동시간량과 함께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지의 중첩이 발생하는 

행동시간량을 지표변수로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을 실

시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업 특성을 보조적 변수로 

투입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 또한 시간부족감, 시간사용피곤함, 생활만족도를 보조적 변수로 투입

하여 Wald 검정을 통해 유형별 결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유형화 분석 결과,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은 일중심형, 일·개인

생활 중첩형, 가족중심형, 일·가족 중첩형으로 분류되었다. 맞벌이 근로

자의 시간 사용 유형별 특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중심형은 

유형 중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길고, 다른 생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었다. 일·생활 중첩시간 또한 전체 평균보다 적거나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 일과 생활의 중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생활영역의 경계가 

뚜렷한 유형이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분포하였고, 40대와 50대

의 비율이 높아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졸이하의 비율 또한 높

았다. 개인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 절반이상이 분포

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직업분야는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많았

지만 그에 버금가도록 기능·단순노무·기타숙련직의 비율이 높았고, 종

사상지위는 대부분 상용근로자였다. 휴일은 2주일에 1~2일 정도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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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근로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즉, 가족생활과 개인생활을 희생

하며 근로에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할애하는 중년 남성 상용노동자가 평

균적인 모습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 유형에 속하여 가장 흔한 맞

벌이 근로자의 모습으로 추측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일중심형은 시간부족감

과 피곤감은 높지 않지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아 근로 이외의 생활

영역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맞벌이 

남성의 장시간근로 유형은 기능직과 단순노무직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산

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며,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여 다른 생활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김주희, 2012). 이러한 특성들이 그대로 본 연구의 일중심형 특징

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유형의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일중심형과 각 생활영역에 투입하는 행동시간

량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일과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양상에서 차

이가 있었다.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일중심형과 마찬가지로 일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고 가족, 여가,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

으로 적었다. 하지만 일과 여가, 그리고 일과 개인유지가 중첩되는 시간

량이 가장 길게 나타나 일과 사적 개인생활이 겹쳐지는 정도가 두드러졌

다. 이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

이 분포하였고,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많아 평균 연령대가 높았으며, 대

졸자와 대학원이상 집단이 많아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 절반 정도 분포하고 400만원 이상 600만

원 미만에 분포하는 비율 또한 높아 일중심형보다 평균 소득수준이 높았

다. 성역할태도는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미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관

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고 상용근로자인 비율이 매우 높았다. 1주일에 2

일을 정기적으로 휴무하는 비율이 높아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비교적 뚜

렷한 근로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부족감과 피곤감

이 유형 중 가장 높고 생활만족도도 낮은 편이어서 일과 개인생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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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없이 휴일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전체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지만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관리/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중년 남성 상용근로자가 이 유형에 많이 

속한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여가 및 개인유

지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일 영역과 중첩하여 개인생

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일중심형과 다른 시간 사용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나 생활영역 간 중첩된 시간 사용의 부작용이 발견되었고, 비

근로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 보장이 필요하였다. 

일·개인생활 중첩형은 일중심형과 근로시간량이 유사한 수준으로 길

었지만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더 높고 정신노동을 요하는 산업에 더 많

이 분포하였다. 즉,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직업분야에서 

일과 개인생활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중심

형보다 심리적 특성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시간량이 유

사하더라도 일과 개인생활이 중첩되는 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족중심형은 근로시간이 유형 중 가장 짧은 반면, 가족, 여가, 개인

유지가 모두 전체 평균보다 길었다.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은 전체 평

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면 가족시간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즉, 가족중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근로시간은 과소하고 

생활시간이 가족 중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생활 중

첩시간은 일중심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중첩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가족중심형에는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아 평균 연령대

가 낮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이상 집단의 상대적 비율

이 모두 높아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구간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속했으며,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비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비율이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종사하는 직업

분야와 다른 유형에 비해 서비스·판매직의 비율이 높았고, 종사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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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용근로자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낮고 임시/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

의 비율이 높았다. 휴일은 1주일에 2일 휴무하는 비율과 불규칙적으로 

쉬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중심형은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유형 중 가장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가장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시간의 확보가 일·생활 균형의 핵심임을 이 유

형이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유형의 낮은 소득수준은 근로시간이 짧은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소득 감소를 감수해야만 충분한 가족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갈등적 현실을 암시한다.

일·가족 중첩형은 가족중심형과 총행동시간량은 유사한 패턴으로 나

타났지만, 일·가족 중첩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가족중심형과 비슷하게 

근로시간은 전체 평균보다 짧고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평균 수준이

거나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반면, 가족시간은 유형 중 가장 길었다. 그리

고 일·생활 중첩시간 중 일·여가와 일·개인유지 중첩시간은 짧았지만 

일·가족 중첩시간이 가족영역의 총행동시간량에 버금가는만큼 길었다. 

즉, 일과 가족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적어 사회인구학적 및 직업적 특성

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고, 연령대 구성비율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년제대졸과 대학원이상 집단의 비

율이 가장 높아 가족중심형보다 평균 교육수준이 높았다. 또한 종사하는 

직업분야는 관리/전문/사무직, 종사상지위는 자영업자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도 정기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불규칙적으

로 휴무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성역할태도와 미취학자녀 유무

의 비율은 다른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가족 중첩형은 가족

중심형보다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이 높은 반면, 생활만족도는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생활의 중첩이 시간 사용에 대한 부정적 정

서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시간의 확보가 높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보여진다. 

각 유형들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일시간이 긴 일중심형과 일·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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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중첩형에는 맞벌이 남성 근로자가, 가족시간이 긴 가족중심형과 일·

가족 중첩형에는 맞벌이 여성 근로자가 다수 해당되었다. 즉, 성별은 어

떤 생활영역에 시간을 주요하게 사용하는지 조절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한편, 가족중심형과 일·가족 중첩형 모두 근로시간이 긴 유형에 비

해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가족중심형은 서비

스·판매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일·가족 중첩형은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시간이 긴 유형들에서 관리/전문/사무직에 일·개인

생활 중첩형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유사하게 일·가족 중첩형 또한 관리

/전문/사무직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즉, 시간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경향

성은 직업 특성에 따라 조절되었다. 

시간 사용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시간이 사용되는 생활영역의 

종류와 중첩도에 따라 야기되었다. 생활시간이 일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유형보다 가족영역에 확보되어 있는 유형이 생활만족도 차원에서 긍정적

이었다. 즉, 생활만족도는 근로시간이 과도하지 않고, 가족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높았다. 그러나, 시간부족감과 피곤감은 특정 생

활영역에 사용되는 절대적인 시간량보다는 일과 생활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주행동시간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 생활영

역에 배분하는 시간량이 유사하더라도 일·가족, 일·여가, 일·개인유

지가 중첩되는 시간이 많은 유형은 생활영역의 경계가 뚜렷한 유형보다 

시간 사용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일·생활 중

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결과

는 시간 사용 유형간 정서 차이를 유발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얼마나 일

과 생활이 중첩되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선행연

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주행동시간량의 차이만 고려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 일·생활 중첩시간의 사용에도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일

과 생활의 중첩이 남성의 경우 여가와 개인유지와 같은 개인적 생활과 

관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가족생활에서 주로 경계중첩이 발생하였다.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시간사용량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일·생활 중첩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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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또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 패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간 

배분량과 함께 일·생활 중첩의 정도가 일상 정서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

임을 밝혔다.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일·생활 중

첩시간의 양태와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맞벌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생활 균형 정책의 초점이 정규근로시간 감소량, 가족시간 

증가량 등 근로 및 생활 시간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생활 중첩 기

제와 같은 질적 측면에도 맞추어져야 한다. 가족, 여가 및 개인유지의 

총시간량이 같아도 일과 중첩되는 시간량이 클수록 맞벌이 근로자의 부

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증가했던 본 연구결과는 일·생활 중첩 정도에 따

라 절대적인 시간량이 같아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가족, 여가, 개

인유지 생활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를 통

해, 근로시간 단축이 곧 가족 및 개인 시간의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즉, 일·생활 균형을 존중하는 문화의 

핵심은 근로시간의 양적인 단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영역의 침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보장되는 생활시간의 마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정책 현장에서 일·생활 중첩 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일 영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족 및 개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확

대되면서 일·생활 중첩의 정도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근로와 이로 인한 균형적인 시간 사용의 어려움

에 정책적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일·가

족 및 개인생활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직장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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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과 가족 영역에 대한 참여가 맞벌이 부부 단위의 성별분업에 

바탕을 둔 양자택일이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근로시간이 긴 유형은 가족시

간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가족시간이 많이 확보된 유형은 

대체로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는 유형은 찾기 어려웠고, 일이나 가족생활에 시간을 충분

히 사용하려면 그만큼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희생이 요구되었다. 안정적

인 직업 지위를 가진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못했으며, 가족시간이 확보된 맞벌이 근로자는 불안정하고 저소득인 직

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대체로 남성은 가족시간

을, 여성은 근로시간을 포기하는 형태로 맞벌이의 생활시간이 구성되었

다. 이처럼 일·가족 영역에의 참여가 양자택일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은 여전히 맞벌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시간 사용이 성별분업의 영향력 하

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현

상과 함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의 조성을 촉구한다. 따라서 일과 가족 영역에 대한 참여가 양자택

일이 아닌 병행의 관점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일·생활 균형 정책이 자녀돌봄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생애주

기별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이 긴 유형보다 가족시간이 긴 

유형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낸 연구결과는 가족생활이 보장되는 일상은 

맞벌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

히, 무급노동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대면하여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모

두 포괄하였고, 이러한 가족공유시간이 긴 유형들의 긍정적인 심리 특성

이 높았다. 이는 맞벌이 근로자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에서 가

족공유시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 사용의 다양성은 총시간량이 아닌 중

첩도에서 나타났고, 중첩도가 높은 유형이 낮은 유형에 비해 시간 사용

의 부정적 심리 특성이 높았다. 맞벌이 근로자는 개인생활시간이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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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시간이 일에 종속되는 경향성이 나타나 근로 및 가족영역과 구분

되는 사적 생활의 보장이 맞벌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가와 개인유지는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닌 맞벌이 근로자뿐만 아니

라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생활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자녀돌봄기라는 일정기간에만 가족시간을 확보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별히 자녀돌봄기에 시간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공유시간과 개인시간은 시기와 상

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생애주기에 한정

하지 않고 전생애주기에 따라 일상적인 가족공유시간과 사적 시간을 보

장해주는 정책이 마련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가 확대

된 코로나 19 상황은 기존과는 강도와 차원이 다른 일·생활 중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은 단순한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가족 및 개인생활의 

영역이 일과 중첩되지 않도록 영역의 경계를 뚜렷하게 지켜주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일·생활 중첩의 방향성과 생활영역 간 중첩을 고려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활 중첩영역의 종류와 정도에 초점을 맞추

었는데, 어떤 생활영역이 다른 어떤 생활영역에 침범하는지에 따라 일상

이 받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이 가족생활의 영역에 중

첩되는 것과 가족이 일영역에 중첩되는 것은 중첩의 맥락이 다르며, 그 

영향력 또한 상이할 수 있다. 중첩의 방향성은 시간일지에 구분되어 있

는 주행동과 부행동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주행동이 부행동으

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행동이 해당되는 생활영역이 부행동이 해

당되는 생활영역으로부터 영향 및 침범 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중첩시간을 해석하기 위해 일과 생활영역 사

이의 중첩 맥락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였지만 가족-여가, 여가-개인유지, 

가족-개인유지 등 생활영역 간의 중첩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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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일·생활 중첩의 발생 방향

성을 세분화하고, 중첩의 맥락을 더욱 다양하게 고려한다면 맞벌이 근로

자의 시간 사용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말일지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평일일지에서는 포착하지 못하는 

시간 사용의 다양성과 성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에 비해 여가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은 유형간 거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적활동은 주말에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말일지 분석에서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맞

벌이 근로자의 평일 여가 및 개인유지의 시간 사용이 이질적이기보단 동

질적이라는 점을 암시하지만 사적영역의 다양성을 보다 면밀히 포착하기 

위해 주말일지를 추가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가와 개

인유지는 시간총량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구체적

인 행동분류의 차이에 주목하여 행동 항목별 시간량의 차이를 면밀히 살

펴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여가시간은 행동 종류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

기 때문에 참여 활동의 종류도 여가시간의 다양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말일지는 또한 평일일지와는 다른 유형간 성별 차이

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단편적인 예로,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 

사용 유형 중 가족중심형이 주된 유형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소영, 진

미정, 2015)는 남성의 가족활동 참여가 주말에 훨씬 증가할 가능성을 시

사하며, 유형의 종류와 성별 차이 또한 본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주말 시간일지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를 통해 중첩시간 사용의 성별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동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남았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일·생활영역에 해당하는 행동을 분류하였지만 많은 부분 연구자의 주관

적 판단에 따라 행동 분류 작업이 이루어졌다. 행동 분류와 관련하여 많

은 논쟁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식사는 가족시간인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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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지시간인지, 직장동료와의 교제활동 일시간인지 여가시간인지 등의 

사례가 있다. 혹은 해당 활동들이 본질적으로 두 생활영역 이상에 종속

되는 특성을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개인마다 그 시간을 해석하고 인

지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의 다양성과 함께 행동 

특성과 생활영역 특성의 관계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정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고 행동이 일·생활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

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시간 사용 관련 연구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거 

기반적인 행동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관련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남았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지만 표본에 부부

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만약 배우자 관련 변수

를 분석 모델에 포함하거나 통제할 경우 같은 변수가 중복되어 고려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 특성은 영향요인이나 통제요인으로 고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맞벌이 근로자의 생활에 배우자 특성은 주된 영향

요인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생활영역 간 중첩시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의 유무를 설명변인으로 고려했지만 미성년 자녀 관련 변인은 검증

하지 못했다. 생활시간 중 가족공유시간을 맞벌이 근로자가 오래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할만큼 바쁜 

문제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등학생 혹은 청소년 자

녀가 학업이나 부모와의 관계 문제로 가족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서 비롯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가 미취학 자녀

와 청소년 자녀인 경우를 구분해서 시간 사용의 양태를 비교하는 후속연

구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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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ology of Dual-Earner Workers’ 

Time Use and Work-Life Balance: 

Considering Work-Life 

Border-Blended Time

Choi, Ha Yo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ual-earner 

workers’ time use to better support work-life balance. In order to 

achieve work-life balance, the appropriate amount of time must be 

secured to each life domain. However, dual-earner workers tend to 

have difficulty in proportionately distributing their time in work and 

personal life areas such as family life, leisure activities, and dietary and 

sleep maintenance. In add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ies,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private life have been 

more likely to be ambiguous in real life setting. However, most of prior 

studies on time use assume that work and life domain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as if they were independent and fractio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gree and type of work-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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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blurring as a major factor of time use and examine how the 

time use patterns and work-life overlaps affect the daily lives of 

dual-income workers.

Using 2019 time survey data, a three-step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addres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many 

types are identified in dual-earner workers’ time use patterns based 

on working time, family time, leisure time, necessities time, work-family 

overlapping time, work-leisure overlapping time, and work-necessities 

overlapping time? 2) What ar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 average monthly income, gender attitude, and 

preschooler child)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career field, 

occupational status, and day-off) of each time use type? 3)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time deficit, fatigu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ime use ty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ime use patterns of dual-income 

worker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work-oriented,' 

'family-oriented,' 'work-personal life overlapped,' and 'work-family 

overlapp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ime use type were as follows: 

The ‘work-oriented (78.54%)’ was a type that spent long hours on 

working and short amount of time on other life domains. Also, it 

showed a clear boundary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by less 

spending work-life overlapping time. The average work-oriented 

workers were found to be middle-aged male workers in industries that 

require physical labor, They tended t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working at the expense of family and personal life, Although the 

work-oriented type appeared to feel a low level of time deficit and 

fatigu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low. It implies the importance 

of retaining time for personal living areas other than work.

The ‘work-personal life overlapped (4.48%)’ type was devo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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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area while spending little time on family, leisure, and personal 

maintenance which is similar to the work-oriented type. However, the 

amount of time overlapped between work and leisure, and work and 

personal maintenance were in large extent, indicating blurred 

boundaries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The average figure of 

work-personal life overlapped workers were middle-aged men who 

worked in management, professional, and office jobs based on their 

high educational levels. This type was found to suffer a high level of 

deficit and fatigue in time use, which could be the side effects of 

overlapped time us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domains. 

The ‘family-oriented (14.88%)’ type spent the shortest working 

hours while having family time much longer than the average of whole 

sample. The amount of its work-life overlapping time was in a small 

quantity, which represents that the boundaries between work and life 

are distinct. Women account for this type more than 90%, and most of 

them worked in the industries of service and sales as temporary·daily 

workers or self-employed workers. Compared to other types, the 

average income level was lower, suggesting the conflicting reality of 

dual-income workers that they are only able to secure sufficient family 

time by working in low-income jobs with short working hours or at the 

risk of income reduction. However, this type showed lowest time deficit 

and fatigue and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among the types, which 

implies that it was the most positive in terms of work-life balance. It 

also indicates that securing family time is the core of work-life 

balance.

The ‘work-family overlapped (2.10%)' type was similar to the 

family-centered type regarding the time amount used in each work-life 

domain, but its boundary between work and family areas was 

ambiguous. Few respondents correspond to this type, so it was difficult 



- 85 -

to grasp the composition of socio-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female workers accounted for the majority, 

and it was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and a high proportion of management/professional/office workers. 

Compared to the family-centered type, the level of time decifit and 

fatigue was higher, but life satisfaction was similar. The overlap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was partially responsible for negative 

emotions about time use, but securing family time seems to have led to 

high life satisfaction.

The types spending more time in the family area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an the types concentrating only on the 

work domain. It indicates tha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depends on 

whether working hours are not excessive and family time is sufficiently 

secured. However, the time deficit and fatigue depend on how much 

work and life domains overla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ork-life overlapping mechanisms should be considered in a time use 

study to fully understand the energy and resource that workers devote 

to their jobs. Also, they imply that the culture that truly pursues 

work-life balance cannot be cultivated only by increasing the amount 

of time devoted to family and personal domains, but also by keeping 

workers’ personal lives from work domain’s interruptions. Therefore, 

in order to better support the work-life balance of dual-earner 

workers,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guarantees the clear and 

distinct boundaries of family and personal life must be established.

keywords : Family Life, Leisure, Necessities, Latent Profile, Time 

Deficit, Tirednes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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