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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차이에 따른 일-가정 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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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과 업무 성
과 저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문화 차이를 통해 겪게 되는 일-가정 갈등도 직무소
진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한국 내
중국인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일-가정 갈등과 직무소진의 관계로 설명한다. 한국에 비해 초과근무, 회
식 참여가 적은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기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질적 문화에 어
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초과근무, 잦은 회식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보다 많은 일-가정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문화가 다른 중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문화는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무소진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을 보다
많이 초래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추가 근무 등이 가족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핵심어 : 일-가정 갈등, 문화 차이, 외국인 근로자, 직무소진, 초과근무

Abstract
Foreign workers experience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in their work life. These differences will affect
the conflict and hinder job performance. The work-family conflicts that migrant workers experience through
cultural differences will also exert negative influences such as increased job burnout. This negative
influence is expla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exhaustion, which are
recognized by Chinese workers in Korea. Chinese workers who are accustomed to the Chinese workplace
culture, which has fewer organizational cultures, such as overtime and dinner party, suffer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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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 culture experienced in Korean companies. Especially, due to overtime and frequent dinner
parties in company, workers do not have enough time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ace
more work-family conflicts. This problem can also be seen in Korean workers, but it can be especially
hard for Chinese workers with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the organizational culture that is neglected in
the home will have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the exhaustion of foreign workers such as Chinese. This
study explains that widespread additional work in Korea has a negative impact on family relationships and
that this phenomenon may be more prominent among foreign workers with different cultures.
Keywords : work-family conflict, cultural difference, foreign workers, job burnout, overtime work

1. 서론
일과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요
소들이다. 이 중요한 두 영역에서 역할 압력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갈등을 수용할 수 없
을 때는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일-가정 갈등은 근로자의 직무 불만족, 이직 의도, 스트레
스, 결근 등과 관련성을 갖는다 [1]. 이러한 관련성을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근로자들이 본국이 아닌 해외에서 일을 한다. 한국 법무부에서 공개한 2017
년 3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한국 영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74,234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244,027명 (4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중 특히 중국인 근로자들의 경우도 일-가정 갈등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는 문
화차이에 따라 한국인과 다르게 일-가정 갈등을 인지하게 될 수 있다. <2016년 중국 노동 통계연
감>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5년 취업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45.5시간으로 나왔으며 전년
보다 1.1시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고용노동통계청의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
도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월 총 실제 근로시간은 각각
187.4시간, 131.6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9.7시간, 3.3시간 증가됐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한 2016
년 7월 456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식문화'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한 결과 61.4%의 응
답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
꼈다 [4]. 따라서 초과근무나 회식 등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과 중국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
영향력과 이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설명하여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일-가정 갈등

662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2018)

갈등은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되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5]. 일-가정 갈등은 역할갈등의 일종으로 일과 가정 두 영역 내에서의 역
할 압력이 어떤 방면에서 동시에 수용할 수 없을 때 일어난 갈등이다 [6]. 일-가정 갈등은 주로 직
장에서의 역할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일-가정 갈등 (work-family
conflict)과 가정에서의 역할로 인하여 직장 내 역할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가정-일 갈등
(family-work conflict)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 [7]. 또한 일-가정 갈등은 시간적 갈등 (time-based
conflict), 긴장 갈등 (strain-based conflict), 행동적 갈등 (behavior-based conflict)으로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8]. 시간적 갈등은 초가근무로 인하여 가족 활동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유아 또
는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고, 긴장 갈등은 일 때문에
가족과 의사소통할 기분이 없거나 아픈 가족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행동적 갈등은 직장에서 역할은 구성원을 객관적이고 비밀주의를 기대하지만 가정 내 역할에서는
개방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상황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직무불만족, 이직의도, 스
트레스, 결근 등 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 신체 불만 (somatic complaints), 혈압상승 등과
관련한다 [1, 9].

2.2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 의해 축적되어 온 신앙심, 지식정보, 예술, 관습, 도덕 등의
다양한 능력 또는 습관들을 포괄한 멀티적인 총체이다 [10, 11].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내 기업을 보면 초과근무, 야근, 회식 등의
현상이 잦다. 직장인 132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4월) 직
장인들은 주말 포함하여 일주일에 평균 53시간을 근무하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야근을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또한 2016년 7월, 456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식문화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한 결과 61.4%의 응답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4]. 그리고 다른 설문조사 (2017년 6월)는 대
2275명의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 57.7%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먹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상태별 분석에서는 직장인은 53.2%로 나타났으며 일주일 평균 횟수는 2.7회로 나타났다. 그
중 제일 큰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 가족과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31.9%)”였다 [13]. 중국은 한
국에 비해 초과근무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중국에 있는 '디지털100' 컨설팅회사에서 <직장
생활>이란 MSN채널을 이용하여 32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4%는 정상퇴근으
로 나타났고, 24%는 가끔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4%의 응답자만이 자주 초과근
무를 한다고 나타났다 [14].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들은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초과근무회식 때문에 더 큰 일-가정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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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서, 인간관계 등의 스트레스 원
천에 비롯되어 발생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현상이며 정서적 고갈, 냉소, 자기효능감 저하 등 세 가
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15]. 직무소진은 직무불만족, 업무효율성 저하, 결근, 이직 의도 등 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16] 신체적 건강상태를 떨어뜨리며 불안, 우울, 두통, 자존심 저하 등의 정서
적 증상도 일으킨다 [15]. 또한 이스라엘의 1182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선행연구와 같
은 결과가 나왔으며 직무소진은 직무불만족, 이직 의도 육체적, 정서적 증상과 높은 관계성을 가진
다고 밝혔다 [17].

2.4 일-가정 갈등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
직무소진은 원래 고유한 직업 관련 현상으로 여겼지만 연구의 발전에 따라 가정생활 영역에서
도 소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15]. 그러므로 직무소진 연구자들은 소진은 근로자
와 비 근로자의 복합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18]. 일-가정 갈등은 우울, 초조 등
과 같은 심리적 건강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서적 고갈 현상도 일으킨다 [19,
20]. Allen(2000)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직무소진은 일-가정 갈등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결과변수
(stress-related outcomes) 중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일-가정 갈등의 높아짐에 따라 직무소진 현상
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21].
Cordes(1993)는 직무소진에 관련된 연구에서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과부하 등을 직무소
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설명하였다 [16]. 또한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일-가정 갈등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자원을 계속 소모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직구성원은 계속 직장과 가정의 양쪽 스트레스를 받
게 되며 개인자원은 장기적인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소진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일-가정 갈등은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일-가정 갈등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는 일-가정 갈등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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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표본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는 총 141부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 결과는 남성
80명(56.7%), 여성 61명(43.3%)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30대 49.6%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20대 45.4%이고 40대 이상은 5%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의 분포 결과를 보면 기혼자는 80명(56.7%)
로 나타났고, 미혼자는 56명(39.7%)이며 기타(예: 동거)는 5명(3.5%)로 밝혀졌다. 퇴근시간 분포는
저녁 6~8시 54.6%, 오후 6시 이전 26.2%, 저녁 8~10시 17%, 저녁 10시 이후 2.1%의 순서로 나타났
다. 그리고 근속년수의 분포결과는 1~3년 61.7%로 가장 많이 밝혀졌으며, 3~5년 30.5%, 5-10년
7.8%의 순서로 밝혀졌다. 가정수입원 분포는 대부분 나 혼자는 49%, 나와 배우자 반반은 51.8%,
대부분 배우자는 0.7%, 기타는 12.8%로 나타났다. 자녀수 분포는 없음 52.5%로 제일 많이 차지하
였고 1명 39.7%, 2명 7.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3명이상은 설문응답자 중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보의 분포는 어린이집 17.7%, 배우자 8.5%, 가족(할머니 등) 19.9%, 상주 도우미 2.8%, 기타
51.1%로 밝혀졌고 마지막으로 거주현황별 분포는 가족 및 배우자와 거주는 39%로 가장 많이 나타
났고 친구와 거주 32.6%, 자취 26.2%, 기타 2.1%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회사에서
일주일 평균 회식 회수는 3.09로 밝혀졌고 초과근무회수의 평균값은 3.41로 나타났다.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은 당사자가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때 한 영
역의 역할이 다른 한 영역의 역할에 영향을 미쳐 일어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7]의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문항은 총 4개로 구성되었고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지쳐서 내가 해야 할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직무소진은 구
성원이 정서적으로 고갈과 냉소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22]의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문항은 총 16개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는 것 때문에 매우 피곤하다." 등이 포함
되었다. 잦은 초과근무와 회식 등에 대한 측정은 설문형식으로 빈도나 정도를 직접 측정하였고 총
2개 문항으로 "나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 편이다.", "나는 초과근무나 야근을 하는 편이다."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변수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7점 측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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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를 보면 일-가정 갈등, 초과근무, 직무소진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는 각 0.662, 0.657, 0.659로
나타났고 잠재요인 신뢰도는 0.762, 0.514, 0.937로 모두 적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합
지수(X2(p)=462.324, X2/df=2.433), 증분적합지수(TLI=.914, CFI=.929, IFI=.930), 간명적합지수(PNFI=
.730, PGFI= .582)도 모두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의 Cronbach's ɑ 값 (일-가정 갈등= .949, 초과근무= .813,
직무소진= .963)은 모두 0.8 이상으로 높은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각 변수들의 평균값은 일-가정 갈등은 4.332, 직무소진은 4.190, 초과근
무는 4.355이며 표준편차는 1.864, 1.408, 1.953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은 유의수준 0.001 이하
에서 직무소진과 .684, 초과근무와 .612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직무소
진과 초과근무도 유의수준 0.001 이하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상관관계 분석
[Tab. 1] Correlation Analysis
평균
표준편차
1
4.332
1.864
2
4.190
1.408
3
4.355
1.953
4
1.430
.497
5
1.600
.585
6
1.460
.638
***:p<.001, **:p<.01, *:p<.05

1
.684***
.612***
-.189**
.0620
-.236**

2

3

4

5

6

.653***
-.116
.011
-.197*

.014
.017
-.092

-.180*
-.070

.177*

-

(1=일-가정 갈등, 2=직무소진, 3=초과근무, 4=성별, 5=나이, 6=근속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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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회귀분석
[표 2] 초과근무의 조절효과 검증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Overtime Work
종속변수 : 직무소진
step 1
step 2
β
t
β
t
.684***
11.058
.454***
6.339
.375***
5.236

일-가정 갈등
초과근무
조절항
R2
.468
2
⊿R
F
122.283***
***:p<.001, **:p<.01, *:p<.05

.556
.088
86.466***

β
.448***
.378***
.143**

step 3
t
6.368
5.382
2.568

VIF
1.000
1.598
1.001

.577
.020
62.180***

본 연구는 회사에 있는 초과근무, 회식 등 문화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2]의 제시 결과와 같이 일-가정 갈등과 초과근무, 회식 등 문화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2단계, 3단계에서의 R 제곱 변화량은 각 .088, .020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점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 갈등과 초과근무, 회식 등의 상호작용항의 표준화계수는
.143, t 값은 2.568로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과근무, 회식 등 문화
는 일-가정 갈등과 직무소진의 관계를 조절하고 일-가정 갈등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가정 갈등에 처한 조직구성원은 더욱 높은 초과근무,
회식 등의 상황을 직면할 때 직무소진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초과근무의 조절효과 그래프
[Fig. 1] Graph of Moderating Effect for Overtim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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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일-가정 갈등이 일으키는 부정적
결과인 직무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특히 중국과 다른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차이가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차이는 일-가정 갈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가
정 갈등은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차이는 두
변수의 관계를 정적으로 강화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1, 2, 3
은 모두 채택 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업
무실적을 향상시키려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에너지 소모로 가족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일-가정 갈등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직무소진 현상을 가중시킨다 [21]. 또한 초과근무, 회식 등의
문화로 이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되었으므로 기업에서는 구성원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과근무나 회식을 제한하여 근무시간 및 회식회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일-가정 갈등 문제를 중시하여야 하며 조직차원, 상사차원에서
많은 지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세워 이런 갈등과 소진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필
요가 있다고 시사한다. 또한 조직구성원은 일-가정 갈등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
야 하며 개인 업무능력 및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시간적인 상황으로 회수된 설문지 샘플 수량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수를 늘려 더 많은 샘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둘째, 연구대상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샘플이
단일적인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샘
플의 다양성을 구축하며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또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 간의 비교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는 문화차이에 대한 요소 중에서 초과근무와
회식만 했는데 향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과근무와
회식의 경우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잠재요인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향후 문항수의 증가, 샘플의 확보 등을 통해 보다 타당성을 지니도록 보완해야 할 한계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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