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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에 한 개념  통합

모형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해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를 연구한 연구

물을 상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총 23편의 유효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로써 첫째,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에 

한 개념  통합모형을 도출하 다. 둘째, 부정  이에 부 , 정  이에 정 인 

요인은 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인 요인은 20개

인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유형이 다른 이에 같은 향을 주는 요인은 5개, 작용방향이 

다른 이에 다른 향을 주는 요인은 2개로 나타났다. 연구자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요인은 7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이와 

련된 양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특히, 정  이에 한 향요인을 구명하

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요인을 세부 으로 구분하고 보다 세 하게 측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에서 가정, 가정에서 일로의 작용방향에 따라 상반된 향을 

미치는 요인에 조 효과를 주는 요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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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맞벌이 등 여

성의 가구 형태 다양화와 여성의 가구주 역할 증 로 반 인 여성의 경제  역할이 

증 해 가고 있다(강이수, 2007).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이 각각 직장은 남성, 가정은 여

성의 역이라는 과거의 에서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역이 아니며 상호 향을 

주고받는 역이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류임량, 2009). 그럼에도 국내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70%수 인 것에 비하여 

50%수 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령 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  기

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 의 고용률을 보이지만 30 에 어들면서 하락한 뒤 40 에 

다시 상승하는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3). 

기의 일-가정 계에 한 연구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 두 역 사이에서 마주하

게 되는 갈등에 을 맞추어 이루어졌다(최서연, 2000). 일-가정 갈등의 향요인을 

밝히거나, 일-가정 갈등이 개인, 가정, 직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을 하나의 변인으로 악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이 직장에서 비롯

된 것인지, 가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일-가정 

계의 갈등에 방향성을 부과하 고, 일에서 가정으로의 갈등과 가정에서 일로의 갈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졌다(황윤희, 2005; 강승하, 2008 ). 

한편, 일과 가정 역간의 계가 갈등만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일과 가정 역

을 병행함으로써 시 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역

에서의 역할이 다른 역에서 정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일-가정 향상에 

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류임량, 2009; 김 동, 김명희, 2011).

지 까지 일-가정의 계를 다룬 연구들  다수 연구가 일-가정 사이의 부정  

이에 집 하 고, 정  이를 다루더라도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부

분이었다. 일-가정 정 , 부정 인 향을 방향성을 고려하여 종합 으로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때문에 일과 가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단편 으로 바라보

게 되었다(이윤석, 2010). 일-가정 계에는 부정 , 정  이가 모두 존재하며 각

각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실에 더 합한 연구를 진행하기 해서는 이의 유형 

 방향성을 고려한 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Voydanoff, 2004). 

기업은 통 으로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

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욕구에도 심을 가지며 일-

가정 계에 한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향이 사생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도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강혜련, 최서연, 2001). 이러한 인식은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삶의 

만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직무만족 감소, 이직의도 증가 등 부정  결과를 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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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실증 연구결과들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추측 된다(송지은, 한경혜, 2007; 하은정, 

2008, 이난희, 2010; 안세연, 김효선, 2009). 그럼에도 재까지 국내연구들을 바탕으로 

일-가정 이를 종합 으로 다룬 문헌  고찰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일-가정 계에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성 인력 개발을 통한 여성 개인의 삶  

국가 경제 개발을 해 국가 정책 으로도 당 인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

는 일-가정 이의 종합 인 방향을 고려하여 향요인을 분석하고 모형을 제시함으

로써 학문 인 시사 을 제공하고, 실질 으로 일-가정 부정  이를 이고 정  

이를 증가시킬 방안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국내 여성 근로자는 여성 공무원, 공공조직 근무 여성 등을 포함하는 

국내서 임 을 받는 여성 근로자의 개념이며, 일-가정 이의 향요인은 일-가정 

이를 종속변인으로 삼는 독립변인  그 하  변수로 한정하 다.

II. 이론  배경

1. 국내 여성 황

국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꾸 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부분의 여성이 경제활

동에 참여하지 않던 과거에는 여성은 가사분담을 담당하고, 남성은 경제활동을 담당한다는 생

각이 지배 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해 가면서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역이 

아니며 상호 향을 주고받는 역이라는 시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류임량, 2009). 그럼에

도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비해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교  통 문화가 여 히 남아있어 여성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담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

에 한 이 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원, 김명소, 2000). 이러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직장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는 여성이 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1998년 IMF 시기를 기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락하 다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에서 IMF 

시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가는 시기를 기 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에 한 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다.

국내에서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교  통 문화가 여 히 남아있어 여성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담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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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이 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원, 김명소, 2000). 이러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직장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는 여성이 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1998년 IMF 시기를 기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락하 다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에서 IMF 

시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가는 시기를 기 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에 한 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다.

[그림 Ⅱ-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게다가 최근 발표된 세계 경제 포럼의 ‘2013 세계 성 평등 지수(Gender Gap Inde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교육수 은 높지만, 각료와 고 공무원, 기업 경 진에

서 여성 비율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연령 별 고용률이 20  기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 이지만 30 에 어들면서 하락하고, 40 에 다시 상승하는 M자

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국내 여성의 경우, 30 에 어들면서 직업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경력이 

단 되고, 고 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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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성·연령별 고용률(%)

국내에서 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교  통 문화가 여 히 남아있어 여성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담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

에 한 이 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원, 김명소, 2000). 이러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직장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을 책임지는 여성이 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근로자를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1998년 IMF 시기를 기

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락하 다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에서 IMF 

시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가는 시기를 기 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에 한 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다.

2. 일-가정 이

이이론(spillover theory)은 물리 , 시간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역에서의 

감정과 행동이 다른 역으로 이되는 것을 설명한다(Grzywacz et al., 2000; Zedeck, 

1992). 일-가정 계에서 이(work-family spillover)는 일이나 가정의 한 역에 참여함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과 태도, 기술, 행동이 다른 역의 참여에 정 인 방향성을 지

니고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정  는 부정  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Lambert, 1991). 를 들어,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긴장감이 되어 가정에서도 

민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  일-가정 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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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하는 것을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겨 직장에서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는 

정  일-가정 이라 볼 수 있다.

이이론에서는 정  이(positive spillover)와 부정  이(negative spillover)의 두 

가지 형태를 다룬다. 기의 일-가정 이 연구는 일과 가정 역의 변화에 따른 부정  

이에 더 을 두었다. 그에 따라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을 주제

로 삼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안 (2008)과 이 주(2012)는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에만 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 으며, 강승하(2008)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부정  

이의 두 가지 작용방향을 고려하여 연구하 다. 일-가정 부정  이 연구는 일 가정

의 부정  계가 직무만족을 떨어뜨리거나 이직의도를 높이는 등 부정 인 결과를 래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주엽, 2006).

최근에는 Greenhaus와 Powell(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  이, 일-가정 향상

(Work-Family Enhancement: WFE)의 측면에 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상

미(2011)는 직장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정  이를 다룬 연구를 진행하

다. 일-가정 향상 연구는 한 역할에서 발생한 에 지로 다른 역할에서의 수행을 향상

시키는 시 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두 역 간 상호 정 인 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가정의 정  이와 부정  이를 모두 다루면서 일이 가정에 미치는 

향에만 을 둔 연구가 존재하 다(김주 , 문 주, 2010; 류임량, 2009; 백은정, 2013). 

이와 같은 연구는 일-가정 이의 정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부정  이를 고려

하지 않았거나, 가정에서 일로의 작용방향을 구명하지 않았다는 에서 일-가정 이를 

효과유형과 작용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 으로 구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 다. 

이처럼 일-가정 계에 한 다수의 연구는 일-가정 이의 개념이 아닌 일 가정 갈등

(WFC)이라는 단일차원으로 다루었다(김 , 2007; 송다 , 장수정, 김은지, 2010; 이진숙, 

최원석, 2011; 최우성, 2011; 조막래, 2013). 그러나 이것은 갈등의 원인이 직장에 있는지 

가정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하고, Gutek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부정  

이가 일에 의한 가정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과 가정에 의한 일 갈

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FIW)으로 방향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일-가정 이를 종합 으로 악하기에 제한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정  이, 일-가정 향상(work-family enhancement; WFE) 개념이 두되

었고, 이 한 일에 의한 가정 향상(work enhancement with family; WEF)과 가정에 의

한 일 향상(family enhancement with work; FEW)으로 방향성을 가진 개념으로 보고되

고 있다(Wadsworth, & Owens, 2007). Wadsworth와 Owens(2007)는 일-가정 갈등과 일

-가정 향상이 연속선상의 양 극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구분된 구성개념(construct)으

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개인들은 일과 가족의 양 역에서 정  경험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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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일과 가족 사이의 부정  이가 없다고 해서 그 개인이 

일과 가족 사이에 정  이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효과유형
부정적 긍정적

작용방향

일→가정 일→가정 부정적 전이 일→가정 긍정적 전이

가정→일 가정→일 부정적 전이 가정→일 긍정적 전이

<표 Ⅱ-1> 일-가정 이 모델

Grzywacz와 Marks(2000)은 일-가정 이의 유형을 방향에 따라 가정에서 일, 일에서 

가정으로의 이, 그리고 내용에 따라 정  이와 부정  이로 제시 하 다. 나아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이 유형이 구분되는 차원임을 밝혔다; 일에서 가족으로의 정  

이(posi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족에서 일로의 정  이(posi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nega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

족에서 일로의 부정  이(nega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한 차별  기능론(discriminant function theory)은 일-가정 부정  이에 향을 미

치는 다양한 향요인(antecedent)이 일→가정 부정  이와 가정→일 부정  이에 상

이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Byron, 2005). 일과 가정 간 계에 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들의 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김선희, 2010)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부정 · 정

 이의 방향성에 따라 각각의 선행요인을 밝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 다. 

3.  일-가정 이의 선행요인

일-가정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차원, 가족차원, 직장차원으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일-가정 이에 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가정 부

정  이에 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요인으로 Byron(2005)은 메타분석을 통해 처능력

이 부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정 인 처방식을 가질수록 일→가정 갈등으로

부터 다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arlson(1999)와 Stoeva, Chiu, 와 

Greenhaus(2002)는 부정 인 정서를 게 가진 사람일수록 일-가정 부정  이를 게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Grzywacz와 Marks(2000)는Big 5 성격요인의 측면에서 신경증이 

일-가정 갈등과 정  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한 애착유형이 일-가정 부정  이와 

정  이 모두에 향을 다고 하 다(Sumer & Knight, 2001). Yang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미국인 근로자가 국인 근로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더 많이 보고하며,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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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미국인의 일-가정 갈등에 향을 미치는 반면, 국인에게는 일의 요구가 일-가

정의 부정  이에 더 향을 미침을 밝  문화 차이에 의한 일-가정 이의 차이를 발

견하 다.

가족차원에서도 일-가정 이에 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자녀수에 한 연구들 

에서는 자녀의 수가 일-가정 갈등을 높인다고 한다(Byron, 2005; Behson, 2002a, Carlson, 

1999; Grzywacx & marks, 2000). 자녀 양육과 련된 문제도 일-가정 부정  이를 높

인다(Buffardi & Erdwins, 1997; Fox & Dwyer, 1999). 가족과의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갈

등은 가정→일 부정  이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 Alliger, 

1994; Byron, 2005).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으면 일-가정 갈등이 높았다(Carlson & 

Perrewe, 1999; Grzywacz & Marks, 2000; Byron, 2005). 

직장차원 요인  가장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가정 부정  이를 높인다고 밝 진 

요인은 근무시간이다(Byron, 2005; Carlson& Perrewe, 1999; Greenhaus et el., 1987; 

Grzywacz & Marks, 2000; Nielson, Carlson, & Lankkau, 2001; Shamir, 1983). 직무 스

트 스는 일-가정 부정  이를 높이고, 직무만족과 낮은 가족 만족은 일-가정 부정  

이를 높인다고 나타났다(Parasurman & Simmer, 2001). 일상 인 직무에서의 측불가

능성도 일-가정 갈등을 높이며(Fox & Dwyer, 1999), 주말근무도 일-가정 갈등에 정  

향을 다(Shamir, 1984). 

한편, 직장지지(work support), 지지 인 조직 문화, 감독, 혹은 멘토의 존재가 일-가정 

부정  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Byron, 2005; Carlson, Perrewe, 1999; Greenhaus 

et al., 1987; 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상사로부터 심리 인 지지를 받는 

것이 더욱 일-가정 갈등을 여 다는 것이 밝 지기도 하 다(Nielson et al., 2001).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차

이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 여성의 일-가정 이(work-family spillover)의 향

요인을 구명하기 하여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  문헌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방법을 활용하 다. 연구 주제에 한 새로운 개념  모형이나 을 통합 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통합  문헌고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일-가정 이의 경우, 최근에 연구 수가 증가하여 일-가정 이의 작용방

향과 효과유형을 모두 고려한 선행연구가 기 때문에 일-가정 이에 한 이 국한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합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 여성의 일-가정 이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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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구명하고, 개념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의 차는 Torraco(2005)

와 박혜선(2012)이 제시한 통합  문헌 고찰의 차에 따라 진행하 다(<표 Ⅲ-1> 참조).

분석대상 선정준거 설정

실증 연구이며, 방향성을 지닌 일-가정 전이(WIF, FIW, WEF, FEW)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선행요인과 관련 변인을 구명한 관계 연구,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학위 논문으로써 논문의 질적인 

측면이 우수한 내용

⇩
자료 수집 및 분석대상 선정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DB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된 일-가정 전이 관련 논문

⇩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설계

⇩                                            ⇩
자료 분석 자료 분석

여성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

관련 문헌 고찰

여성의 일-가정 긍정적 전이

관련 문헌 고찰

 ⇩      ⇩ 
개념적 통합 모형(Conceptual integrative model) 설계

<표 Ⅲ-1> 연구 차

2. 분석 상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일-가정 부정 · 정  이의 향요인을 구명하기 하여 

국내 여성의 일-가정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를 상으로 하 다. 일반 으로 통합

 문헌 고찰을 한 분석 상은 논문의 질 인 측면이 우수하여야 하기에(Torraco, 

2005), 분석 상을 학 논문이거나 학술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 다.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분석 상 선정 거를 네 가지로 선정하 으며 이에 기반 하여 자

료를 선별·분석하 다.

첫 번째 거는 실증연구를 다룬 논문이어야 한다는 이다. 

두 번째 거는 방향성을 지닌 일-가정 이(WIF, FIW, WEF, FEW)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선행요인과 련 변인을 구명한 계 연구여야 한다는 이다. 

세 번째 거는 연구 상을 국내 여성으로 삼거나, 국외 혹은 남성을 포함하더라도 국

내 여성에 하여 별도의 실증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여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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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거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거나(KCI 등재지) 학  논문으로써 논문의 질

인 측면이 우수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상의 거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

지 총 23편을 수집  분석하 다. 문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DB

를 활용하 으며, 검색 키워드는 여성과 일-가정 이, 일-가족 이, 직장-가정 이, 

직장-가족 이, 일-가정 갈등, 일-가족 갈등, 직장-가정 갈등, 직장-가족 갈등, 일-가

정 향상, 일-가족 향상, 직장-가정 향상, 직장-가족 향상 등 여성을 상으로 한 일-

가정의 양 방향과 정  부정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 다. 발행연도는 2000년

부터 2013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온라인상 열람 가능한 논문을 

심으로 57편의 자료가 선별되었다. 다음으로 1차 수집 자료를 설정한 거를 바탕

으로 총 23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 다.

발행연도 학위논문(개) 학술지(개) 합계(개)

2000-2004 - 1 1

2005-2009 2 3 5

2010-2013 8 9 17

합 계(개) 10 13 23

<표 Ⅲ-2> 문헌 분석 상 논문 편수

4. 연구의 개념  모형

통합  문헌고찰 연구에서 주제에 한 충분한 이론이나 모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제에 한 을 채택하여 모형을 설계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모형

을 제시하 을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안내이론(guiding theory)이나 경쟁모형

(competing model)을 설정하여 연구의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으로 선정할 수 

있다(Torraco, 2005). 

이 연구의 개념  모형은 분석 상 연구에서 도출된 일-가정 이 향 요인을 기반

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일-가정 이의 향 요인을 개인차원, 가족차원, 

직장차원, 업무차원, 조직차원, 사회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Ⅲ-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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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영향 요인  구분

인구

통계학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직장

차원

업무

차원

조직

차원

사회적 

지원

김미숙(2013) ● ● ●

김선희(2010) ● ● ●

김성경(2011) ● ● ● 　 　 　

김영지(2011) ● ● ● 　 　 　

김준기, 양지숙(2012) ● 　 ● 　 　 ●

김진희, 한경혜(2002) ● ● ● 　 　 　

김효선, 차운아(2010) 　 ● 　 ● ● 　

류임량(2009) ● ● ● 　 　 　

안관영(2008) 　 　 　 ● 　 　

유계숙(2010) ● ● 　 　 　 　

이상미(2011) 　 　 　 　 　 ●

이 영(2010) ● ● ● 　 　 ●

이영주(2012) ● ● ● 　 　 　

이유선(2013) 　 　 　 　 　 ●

이지언(2012) 　 ● ● 　 ● 　

이진숙, 신지연(2010) ● ● ● 　 　 　

최명선, 조용현(2013) ● ● ● 　 　 　

계 3 9 11 10 3 3 4

<표 Ⅲ-3> 분석 상 연구 향 요인 구분

이 연구에서는 분석 상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향요인 구분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차원 요인, 가족차원 요인, 직장차원 요인으로 구분하여 개

념  모형을 구성하 다. 인구통계학  차원의 하 에 있는 요인의 경우 개인차원 요인과 

복되는 요인들이므로 개인차원 요인으로 분류하 다. 업무차원과 조직차원의 하 에 있

는 요인의 경우, 직장차원 요인으로 분류하 다. 사회  지원 차원의 하 에 있는 요인의 

경우, 가족  지원은 가족과 련이 있으므로 가족차원 요인, 상사의 지원을 직장과 련

이 있으므로 직장차원 요인으로 분류하 다. 

한 종속변인은 일-가정 이를 일에서 가족으로의 부정  이(nega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족에서 일로의 부정  이(nega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일에

서 가족으로의 정  이(posi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족에서 일로의 정  

이(positive spillover family to work)로 구분하 다. [그림Ⅲ-1]는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에 한 통합  문헌 고찰을 한 개념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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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전이

개인차원 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

가족차원 요인
가정→일 부정적 전이

일→가정 긍정적 전이

직장차원 요인
가정→일 긍정적 전이

[그림 Ⅲ-1]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에 한 개념  모형 

5.  일-가정 이 개념  통합 모형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일-가정 이의 향요인을 종합하여 최종 으

로 개념  통합 모형을 설계하고자 하 다. 개념  모형은 국내 여성의 일-가정 이에 

한 개인차원 요인, 가족차원 요인, 직장차원요인으로 향요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개념  모형은 그 하  요인이 제각기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이 다르다. 이는 일-가정 

이의 종속변인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따른 요인 구분이 아니기에, 특정 선행요인이 

어떻게 일-가정 이에 향을 주는지 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향요인을 정리하고, 향요인이 일-가정 

이에 미치는 계에 따라 범주화한 뒤 개념  통합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일-가정 이 

1) 일-가정 이 향요인

일-가정 이의 개념  통합 모형에 근거하여 일-가정 이의 향요인을 종합하 다. 

일-가정 이의 개인차원 요인, 가족차원 요인, 직장차원 요인으로 종합하 다. 각 향요

인이 일-가정 이의 작용방향과 효과유형에 따라 정 인 향을 미치는지,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 연구자 별로 결과가 상이한지 구체 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

를 하여 개인·가족·직장차원 향요인을 세로축에, 일→가정 부정  이, 가정→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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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 일→가정 정  이, 가정→일 정  이를 가로축에 두어 각 향요인이 

일-가정 이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나타내었다(<표Ⅳ-1> 참고).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전이

가정→일

부정적전이

일→가정

긍정적전이

가정→일

긍정적전이구분 하위요인

개인차원

연령 – – ± +

교육수준 ± – + –

소득 + ± + +

경제적 갈등 · + ·　 ·　

건강상태 – – + +

네트워크크기 ·　 ·　 – ·　

여가활동참여정도 ·　 – ·　 ·　

성역할(여성성) ·　 – ·　 ·　

성역할가치관 ·　 ·　 + ·　

전통적가족가치관 ·　 ·　 + ·　

비전통적가족가치관 ·　 ·　 ·　 +

자기효능감 – – ·　 ·　

경력계획 – – ·　 ·　

대면접촉빈도 ·　 ·　 – –

비 대면접촉빈도 – ·　 + +

사회적 지원(정서적) – ·　 ·　 ·　

사회적 지원(도구적) – – ·　 ·　

사회적 지원(경제적) ·　 ·　 + +

결혼생활만족도 ·　 ·　 ·　 +

가족차원

가사분담만족도 ·　 – ·　 ·　

가사참여정도 + ·　 – –

가사노동시간 ± + ·　 ·　

주말가사노동시간 – ·　 ·　 ·　

배우자고용상태 + ·　 ·　 ·　

배우자근로시간 + ·　 ·　 ·　

배우자가사참여정도 ·　 ·　 ± +

배우자주말가사노동시간 + ·　 ·　 ·　

배우자소득 – ·　 – –

배우자의 지원 ·　 – + +

배우자직장생활지지 – – + +

배우자성역할갈등 + + ·　 ·　

자녀수 + + + +

미취학자녀수 + + – ·　

미취학자녀유무 + + ·　 ·　

자녀양육갈등 ·　 + ·　 ·　

<표 계속>

<표 Ⅳ-1>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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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전이

가정→일

부정적전이

일→가정

긍정적전이

가정→일

긍정적전이구분 하위요인

가족차원

부모동거여부 ·　 – ·　 ·　

부모지원 ·　 ·　 ·　 +

가족의 지원 ·　 – ·　 +

보조자유무 ·　 – ·　 ·　

보조시간 ·　 – ·　 ·　

직장차원

직업 ± + – ·　

정규직여부 + + + ·　

직급 + ·　 ·　 ·　

직장경력 – ·　 ·　 ·　

업무량 + + ·　 +

직무과부하 + ·　 ·　 ·　

시간제여부 – ·　 – ·　

하루평균근무시간 + + – ·　

근무시간불만 + ·　 – ·　

초과근무시간 + ·　 ·　 ·　

직업안정성 – ·　 ·　 ·　

직무자율성 – ·　 ·　 ·　

직무통제력 ·　 ·　 + +

직무적합성 – – ·　 ·　

직무스트레스 + + ·　 ·　

직무만족도 – ·　 + +

업무상발전가능성 – ·　 + ·　

역할갈등 + ·　 ·　 ·　

상사의 지원 ± ·　 ·　 ·　

상사-부하교환관계 ·　 ·　 + ·　

직속상사 성별 + ·　 ·　 ·　

상사의심리사회적지원 + + ·　 ·　

조직복지지원 – ·　 ·　 ·　

조직후원지각 ·　 ·　 + ·　

직장 내 평등 – – + ·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 ·　 ·　 ·　

조직문화_부정적 경력영향 + + ·　 ·　

조직문화_시간요구 및 기대 + ·　 ·　 ·　

출산휴가이용용이성 – + ·　 ·　

육아휴직이용용이성 ·　 – ·　 ·　

<표 Ⅳ-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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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이 개념  통합 모형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을 종합하여 부정  이에 부 , 정  이

에 정 인 그룹,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인 그룹, 효과 유형이 다른 이

에 같은 향을 주는 그룹, 작용방향이 다른 이에 다른 향을 주는 그룹, 그리고 연구

자 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그룹으로 구분한 통합  모형을 제시하 다 [그림Ⅳ-1].

[그림 Ⅳ-1]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개념  통합 모형

각 향요인 그룹 별 하  요인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 다. 이 때, 각 하 요인이 일

-가정 이에 미치는 효과 유형과 작용방향이 동일한 것끼리 묶어 구성하 다. 부정  

이에 부 , 정  이에 정 인 그룹에는 35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인 그룹에는 20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효과 유형이 다른 이

임에도 같은 향을 주는 그룹에는 5개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작용방향이 다른 이에 다

른 향을 주는 그룹에는 2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요인은 7개로 구성되었다[그림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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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개념  통합 모형(세부)

(1) 일-가정 부정  이에 부 , 정  이에 정 인 그룹

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자기효능감, 경력계획,  

사회적 지원(도구적), 직무적합성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만(+)영향
직무통제력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사회적 지원(정서적), 조직복지지원, 직장경력,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직업안정성, 직무자율성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만(+)영향

성역할가치관, 전통적가족가치관, 

조직후원지각, 상사-부하교환관계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여가활동참여정도, 성역할(여성성), 가사분담만족도, 

부모동거여부, 보조자유무, 보조시간, 가사분담만족도, 

육아휴직이용가능성

가정→일 긍정적 

전이에만(+)영향

비전통적가치관, 결혼생활만족도,

부모지원, 비전통적가족가치관

<표 계속>

<표 Ⅳ-2> 일-가정 부정  이에 부 , 정  이에 정 인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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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배우자 직장생활 지지, 건강상태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직무만족도, 비 대면접촉빈도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직장 내 평등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

가정→일 긍정적 전이에(+)영향
가족의 지원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업무 상 발전가능성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

가정↔일 긍정적 전이에(+)영향
배우자의 지원

<표 Ⅳ-2 계속>

일-가정 부정  이를 낮추고 정  이를 높이는 향요인을 종속변인 구성에 따

라 구분하 다. 총 35개의 요인이 존재하며, 개인차원 13개와 가족차원 9개, 직장차원 13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가정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인 그룹

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배우자 성역할갈등, 미취학자녀유무, 직무스트레스, 

상사의 심리사회적지원, 조직문화_부정적 경력영향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배우자 주말 가사 노동 시간, 직무과부하, 역할갈등, 직속상사 

성별, 조직문화_시간요구 및 기대, 직급, 초과근무시간, 배우자 

고용상태, 배우자 근로시간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만(+)영향 경제적 갈등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하루 평균 근무시간,  미취학 자녀수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근무시간  불만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가사 참여정도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만(-)영향 네트워크 크기

<표 Ⅳ-3> 일-가정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인 향요인

일-가정 부정  이에 정 , 정  이에 부  향을 미치는 향요인을 종속변인 

구성에 따라 구분하 다. 총 20개의 요인이 존재하며, 개인차원 2개와 가족차원 7개, 직장

차원 1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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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유형이 다른 이에 같은 향을 주는 그룹

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영향
배우자 소득, 자녀수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가정→일 긍정적 전이에(+)영향
업무량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정규직 여부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영향
시간제 여부

<표 Ⅳ-4> 효과유형이 다른 일-가정 이에 같은 향을 주는 향요인 

일-가정 이가 정  이인지 부정  이에 구분 없이 같은 방향의 향을 미치는 

변인은 네 가지로 나타났다. 가족차원요인 두 가지, 직장차원 요인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4) 작용방향이 다른 이에 다른 향을 주는 그룹

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일→가정 부정적 전이에(+),

가정→일 부정적 전이에(-)영향
출산휴가 이용 용이성

일→가정 긍정적 전이에(+)

가정→일 긍정적 전이에(-)
교육수준

<표 Ⅳ-5> 작용방향이 다른 이에 다른 향을 주는 향요인 

일에서 가정으로의 이, 가정에서 일로의 이인지에 따라 같은 부정  이, 정  

이임에도 다른 향 계를 주는 변인은 두 가지가 존재하 다. 개인차원 요인, 가족차

원요인 각 한 가지로 구성되었다.

(5) 연구자 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그룹

종속변인 구성 영향요인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 요인
교육수준, 가사노동시간, 소득, 상사의 지원, 

직업, 연령, 배우자 가사 참여정도

<표 Ⅳ-6> 연구자 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향요인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요인은 7가지 다. 그 , 개인차원 요인은 3개, 

가족차원 요인은 2개, 직장차원 요인은 2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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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제언

1. 결론

여성의 사회 진출 증진을 한 노력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

성이 겪는 일-가정 이의 정 , 부정  측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더욱 심의 

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향요인을 일-가정 부정  요인만 고려하거

나, 일-가정 이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 통합 으로 향요인을 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 다. 뿐만 아니라 향요인을 일, 가정, 직장 등을 기 으로 구분하여 악하고

자 하 기에 각 요인이 일-가정 이에 미치는 정 , 부  효과를 한 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 다. 이 연구는 국내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이 향요인에 한 통합

 모형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개념  모형은 국내 여성 근로자 상으로 한 일-가정 

이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기에 합하 으며, 개인요인, 가족요인, 직장요인이 각각 

일→가정 부정  이, 가정→일 부정 이, 일→가정 정  이, 가정→일 정  

이에 차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직

장요인의 하 요소  어떤 요인이 효과 유형과 작용방향에 따른 일-가정 이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악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개념  통합 모형을 구성하 다. 

둘째, 일-가정 부정  이에 부  향을 주는 요인과 일-가정 정  이에 정

 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이 두 가지 향력을 모두 지닌 요인은 35개로 나타났

다. 해당 향요인들의 수 을 높여 으로써 일-가정의 부정  이를 감소시키며 동

시에 일-가정 정  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가정 부정  이에 정  향을 주는 요인과 일-가정 정  이에 부

 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이 두 가지 향력을 모두 지닌 요인은 20개로 나타났

다. 해당 향요인들의 수 을 낮춰 으로써 일-가정 부정  이를 감소시키며 한 

일-가정 정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가정 이의 효과유형이 다름에도 동일한 향을 나타내는 요인이 존재하

다. 일-가정 부정  이에 정  향을 미치면서, 일-가정 정  이에도 정  

향을 미치거나, 일-가정 부정  이에 부정  향을 미치면서 일-가정 정  

이에 부정  향을 미치는 향요인이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 시간제 여부는 일-

가정 부정  이와 일-가정 정  이 모두에서 부  향을 보인다. 이러한 요인

의 경우, Pleck(1977)의 책임감 비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거

나 시간제를 함에 따라서 여성 개인은 직장에 한 몰입도가 낮거나, 책임감이 어

서 일-가정 이에 미치는 향이 모두 부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 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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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규직 여부, 업무량은 일-가정 부정  이와 일-가정 정  이 모두에서 정

 향을 보 다. 

다섯째, 일-가정 이의 작용방향에 따라 상이한 향을 나타내는 요인이 존재하

다. 교육수 은 일→가정 정  이에는 정  향을 미치면서 가정→일 정  

이에는 부 향을 미쳤다. 한 편, 출산휴가 이용 용이성은 일→가정 부정  이에는 

부  향을 미치고, 가정→일 부정  이에는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yron (2005)이 제시한 일→가정 부정  이와 가정→일 부정  이에 상이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차별  기능론이 일-가정 정  이에도 동일하

게 용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이에 한 하나의 선행요인이 각각 상반된 결과로 제시된 

변인들이 존재한다. 연령, 소득, 가사노동시간, 배우자 가사 참여정도, 직업, 상사의 지

원, 교육수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자 간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불일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자 별로 연구 상의 연령

을 구분한 기 이나,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한 기  등이 상이하 기 때문에 상반된 결

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측되며, 측정도구를 보다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양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2. 제언

본 연구를 토 로, 연구결과의 활용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가정 부정  이에 부  향을 주는 요인과 일-가정 정  이에 정

 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이 두 가지 향력을 모두 지닌 요인은 해당 향요인

들의 수 을 높여 으로써 일-가정의 부정  이를 감소시키며 동시에 일-가정 정

 이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개인에게 합한 직무에 배치하여 근

무하게 하고, 직무에서의 통제권을 부여하며, 직장 내 분 기를 평등하게 조성하는 등

의 방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가족, 기업, 정부에서 직 으로 조 할 수 

없는 비 통  가족가치 , 경력계획 등의 요인은 훈련 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개선

하도록 해야 한다. 를 들어 여성을 상으로 한 가족개념에 한 세미나를 제공하

거나, 여성이 보다 체계 으로 경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가정 부정  이에 정  향을 주는 요인과 일-가정 정  이에 부

 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이 두 가지 향력을 모두 지닌 요인은 해당 향요인

들의 수 을 낮춰 으로써 일-가정 부정  이를 감소시키며 한 일-가정 정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미취학 자녀의 양육에 한 지원을 늘리

거나, 과 근무시간을 이고, 지역 혹은 직장 내의 네트워크 크기를 확 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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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직 으로 조 해  수 없는 기업 내에서의 역

할갈등 등은 인 계에 한 훈련이나 상황 처법에 한 훈련 등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셋째, 일-가정 이의 효과유형이 다름에도 동일한 향을 나타내는 요인이 존재하

다.  배우자의 소득, 시간제 여부는 일-가정 부정  이와 일-가정 정  이 모

두에서 부  향을 보인다. 배우자의 소득이 높거나 시간제를 함에 따라서 여성 개

인은 직장에 한 몰입도가 낮거나, 책임감이 어서 일-가정 이에 미치는 향이 

모두 부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책임감, 

직장에 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우자의 소득이나 시간제

의 여부를 떠나 여성이 직장과 일에서의 정  이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

이다. 한 편, 자녀수, 정규직 여부, 업무량은 일-가정 부정  이와 일-가정 정  

이 모두에서 정  향을 보 다. 자녀수는 자녀의 양육문제로 부정  이가 일어

날 가능성이 크므로 양육부담을 주여 주는 제도를 운 할 수 있다. 정규직이 부정  

이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에 해서는 더욱 많은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업무량에 해서도 부정  이와 정  이를 진하는 업무량의 수 이 어느 정

도인지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 로 향후 일-가정 이와 련된 연구에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한 일-가정 이와 련된 양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향요인에 하여 분석하 으나 

분석 상이 된 연구의 수가 제한 이라는 에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가정 이와 련된 양 연구는 지속 으로 축 될 필요가 있다. 련 연

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재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

운 상반된 연구결과들에 하여 보다 정확한 향력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에 따른 안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둘째, 일-가정 정  이에 한 향요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일-가정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부정  이의 향요인을 구명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국내 여성의 일-가정 

균형은 일-가정 부정  이를 이고 정  이를 진시킴으로써 보다 효과 으

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 정  이의 향요인을 구명하는 후속 연구

가 지속 으로 필요하다고 단된다.     

셋째, 일-가정 이의 향요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보다 세부 인 하  요인 구분 

 측정이 요구된다. 연령의 경우, 연속 인 연령보다 생애주기 인 에서 연령

별로 구성할 때 일-가정 이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가사 노동 시간을 일주일 단

의 가사노동시간, 평일 가사노동시간, 주말 가사노동시간 등의 구분에 따라 차별

인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가정 이는 세부 인 요인에 의해 그 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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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지므로 향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향요인의 세부 구분으로 더욱 명확한 

향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가정 정  이에는 정  향을 미치면서 가정→일 정  이에는 

부 향을 미치는 것처럼, 일-가정 이의 작용방향에 따라 상이한 향을 나타내는 

요인이 존재하 다. 교육수 , 출산휴가 이용 용이성이 이 분류에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요인의 경우 요인을 조 한다고 하더라도 한 측면의 이를 유발하는 것은 다른 

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 요인이 다른 향을 미치

는 경우, 각 향에 한 조 효과를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가정 부정

 이를 이고, 일-가정 정  이를 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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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female workers’ work-family 

spillover factors 

Whayoung Choi, Chulyoung J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ring light to the conceptual integrative model 

of domestic female workers’ work-family spillover factors. Toward this end, a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23 papers about domestic female 

workers’ work-family spillover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conceptual integrative model 

of domestic female workers’ work-family spillover factors was extracted. Second, 

there were 35 factors which have negative effect to negative spillover and positive 

effect to positive spillover. There were 20 factors which are positive to negative 

spillover and negative to positive spillover. There were 5 factors which generate 

same result to different spillover type. There were 2 factors which generate 

different result to spillover in different direction. There were 7 factor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by researchers.

These ar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First, further research needs more 

quantitative researches on work-family spillover. Particularly, researches on 

positive spillover factors are necessary. Second, measuring the factors are 

recommended to be detailed.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moderating factors 

between spillover and factors which generate different result to spillover in 

different direction.

Key word :  Korean female workers, work-family spillover, conceptual integrative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