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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 friendly work policies on the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d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While previou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mily friendly work policies, the effects 

has often been confounded with the effects of other covariates such as worker’s and workplace’s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try to distinguish the effects of the family friendly work policies from those of other covariates. We draw a sample of 

131 employed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age 12 from the 2
nd

 National Korean Family Survey. We compare the level 

of work-famiy balance of the women by the type of workplace: public sector, large enterprise, medium enterprise, and small 

enterpr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ome of the differences in the work-family balance of the women working 

in the different type of workplace can be attributed 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of the women and the work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There is, however, an effect of family friendly policies on the work-family balance between those who work 

in public sector and in medium enterprise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the cova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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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역할 분담의 가족생활 이데올로기가 잔존해 있는 상황

에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맞벌이 가구가 체 유배우 가구의 43.6%를 차지하

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특히 IMF 

리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제 기 속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

은 가정의 생활수 을 유지하는 요한 경제  략이 되고 

있다. 사회  차원에서도 여성 노동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요한 인  자원으로 평가되면서 경력단 여성 지원 등 기

혼여성 취업에 한 지원이 확 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일-가족 균형 문제 역시 

주요한 사회  심의 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OECD회원국  최장이며(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근무 탄력성 역시 낮은 편이다. 이러한 근로환경 때문

에 자신의 실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 

동료를 ‘office spouse’로 부를 정도이다.1) 이같은 기업환경은 

모든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을 하는데, 특히 미취학자녀에 

한 일차 인 책임이 기 되는 기혼여성에게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최근 장시간 노동과 유연성 없는 근무환경이 일-가족 균

형, 나아가 출산의 장애 요인으로 주목됨에 따라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에 한 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

의 제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로의 개정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사회

 요구를 반 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산․양

육과 련된 휴직․휴가제도가 개선되고, 육아기 단축근무, 

집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도들이 폭 도입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나 분 기가 

조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감이 달라진

다는 을 보여 다. 직장에 가족친화제도와 근로자의 일․

가족 갈등의 련성을 살펴본 실증논문들을 메타분석한 결

과(Ok et al, 2011, 69-70)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

는 사업장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 수 이 더 낮고, 특히 본인

이 직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가족 갈등 수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

키고 균형감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받아들일 때 주의

해야 할 이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직장과 

그 지 않은 직장 사이에는 단지 제도의 유무로만 환원될 수 

1)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427744

없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족친화제

도의 도입이나 활용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부문 등 직장의 특

성에 따라 다르다.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기 이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 화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2)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이 100인 

미만인 사업장에 비해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실행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oon & Park, 2010). 사업장

의 규모 외에도 사업장이 공공부문인지 민간 기업인지에 따라서

도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정도가 다르다. 일반 으로 국가행정

기   자치단체, 공공기 들의 가족친화성이 민간 기업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Kim et al, 2009; Jeong et al, 

2010).

이 게 직장의 규모, 부문 등 직장 유형에 따라 가족친화제

도의 도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생각한다면,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가 선택  편이(selection 

bias)를 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구체 인 제도의 효과라기

보다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직장의 보이지 않는 특성의 효과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 의 가족

친화성이 더 높은 것은 단순히 가족친화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공공기 의 근무 특성이나 조직문화가 민간 기업의 근무 특

성이나 조직문화와 다르거나, 혹은 공공기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다른 배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부분의 선행연구들(Kang & Park, 2009; Yoon, 

Kim & Koh, 2009; Yim & Koh, 2010 등)은 직장 유형을 

고려하지 않거나 특정한 직장 유형 혹은 직종에 국한하여 가

족친화제도의 효과를 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

의 시행과 련된 다른 설명변수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일-가족 균형의 수

을 직장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고,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

족 균형의 차이가 근로자의 개인 특성, 직장의 근무 특성, 사

업장의 가족친화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지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사회  통념 로 일-가족 균형이 직장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 다르게 나타난다면 

2)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필수 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야 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지역어린이집 탁, 

보육수당 지  등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

원할 수 있다( 유아보육법 제14조1항,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한 2012년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

화나 가족돌 휴직제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에서 먼  시행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공포 후 1년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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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설명변수들(개인 특성, 직장의 근무 특성)을 모두 통제

한 이후에도 가족친화제도가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족 균형 

차이를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설명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일-가족 균

형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가족친화제도의 순수한 효

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생활에서 역할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자녀양육기에 있는 취업주부를 상

으로 본인의 교육수 , 가구소득, 자녀의 연령 와 같은 개

인 특성과 직장 유형별 근무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친

화제도 유무  이용 경험이 일-가족 균형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확 되고 있는  시 에서, 이러

한 정책들이 실제 일-가족 균형에 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면 하게 악하고자 하는 작업은, 근거에 기 해서 가족정

책(evidence based policies)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기  

자료를 제공한다. 한 가족친화제도에 한 사회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좀 더 신뢰

성 있게 분석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친화제

도의 도입과 실질  운 을 독려하고, 나아가 취업한 기혼여

성의 일-가족 균형을 실질 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

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기혼여성  취업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기에

는 취업주부의 이 역할 스트 스와 일-가족 갈등  리 

략 심으로 연구들(Ko, 1992; Cho, 1999; Shin & Ok, 

2000; Kang & Choi, 2001; Kim, 2001; Lee, 2003; Jeong, 

2005 등)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일-가족 갈등은 취업주부 개인  가

족 내 갈등이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 

 출산 문제 등 사회 인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사회 

반에 확산되기 시작하 다. 즉 국가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요

하며, 이들의 일-가족 갈등 상황이 출산율 감소 상과 련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정부는 극 으로 이 문제에 개입

하기 시작하 다. 기업 차원에서도 이직률 감소  충성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증가를 해 취업주부의 일-가족 갈등이

라는 소극  개념이 아니라 일-가족 균형이라는 극  개념

으로 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연결되고 있다(Yoon et al., 2009).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친화제도와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이나 갈등에 한 연구가 학문 분야를 불문하고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직장의 가족친화  조직문

화가 일-가족 갈등/균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거나(Song 

& Lee, 2008; Yoo, 2008b; Lee & Kwon, 2009; Kim, 2010; 

Kim & Kim, 2010: Kim & Lee, 2010 등), 직장의 가족친화

제도가 일-가족 갈등/균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다

(Dex & Smith, 2002; Wise & Bond, 2003; Jeong, 2004, 

2005; Choi & Yoo, 2007; Choung & Lee, 2007; Jang, 2007; 

Kim & Lee, 2009; Lee & Song, 2009; Yoon et al., 2009; 

Kim & Cha, 2010 등).

선행연구들이 밝 낸 결과를 심으로 정리해 보면, 취업

주부는 간 수 의 일-가족 갈등을 경험하는데 주로 어머니 

역할과 직업 역할 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정 일이 직업 역할을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직

업 일로 인해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어려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일-가족 갈등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

업에서 일-가족 균형을 해 많이 실시한 제도는 육아휴직이

며, 이 제도에 한 취업주부의 요구도도 높았다. 그러나 취

업주부의 선호나 필요성 보다는 여 히 조직문화가 일-가족 

균형 제도를 사용하는 데 향을 미쳐, 자신에게 맞는 제도

보다는 기업이 일률 으로 실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은 가정 내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며, 취업주부의 조직 몰입도  근로 의욕과 

직무 만족을 높여 궁극 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취업주부의 가족 특성이나 근무 특성, 가족친

화제도가 일-가족 균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실

제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을 제고하기 한 많은 시사 을 

제공하 다. 그러나 직장 유형에 따라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

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정책  시사 을 찾는 연구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직장 유형에 따른 근무 특성  일-가족 균형

일반 으로 취업주부를 한 범주로 보고 근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이들은 개인, 가족  기업 환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특히 이들이 근무하는 직장 유형에 

따라 일-가족 갈등  균형 수 이 상이하다. 

사업장의 가족친화성을 평가한 두 차례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으로 국가행정기   자치단체, 공공기 들의 

가족친화성이 상장 기업들의 가족친화성보다 더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Kim et al., 2009; Jeong et al., 2010).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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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공공기 은 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비해 가족친화정

책의 모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빨리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남성공무원의 일-가족 갈등이 민간기업의 남성근로자

보다 높다는 을 발견한 연구(Ahn & Kim, 2010)도 있어서, 

공공기 의 가족친화제도가 실제 근로자들의 일-가족 갈등

을 감소시킬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기업의 규모도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정도와 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  이미지나 책무에 한 압력을 많이 받

는 기업은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을 고려하는 가족친화경

에 심을 가져야 하는 내, 외  압력이 많을 것이다. 그에 

비해 자본의 규모나 인  조직 면에서 여유가 없는 소기업

의 경우에는 장기 인 안목에서 인력에 투자하기 보다는 단

기 인 에서 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을 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취업주부가 지각할 일-가족 균형 수 은 낮

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Evans, 2001; Yoo, 2008a 

등)에서도, 소기업보다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율이 

높으며, 고 리직 여성 근로자의 비 이 높은 기업일수록 

직무 공유, 트타임제 근무, 탄력근무제, 보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의 경우 시행율보다는 실제 이용율

이 요한 만큼, 승진 등에서 경쟁 구조가 심한 기업 상황

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있

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며, 이에 따라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

형 지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무 특성을 살펴볼 때 

일반 으로 규모 사업장보다는 소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지만(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근무시간의 융통성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가 아

니다.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직장 유형에 따라 구

체 으로 근무 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다른지 비교하 으

며, 그 결과에 토 하여 일-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직장 환경

에 한 구체 인 정책  시사 을 찾는 데 주목하 다. 

를 들어, 만약 공공기  종사자가 민간 기업 종사자보다 일-

가족 균형감이 높다면, 공공기 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악하고 그 결과에 토 하여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  

가구원 자료를 활용하 다. 2010년에 실시된 제2차 가족실

태조사는 국 2,500개 일반 가구의 가구 표자와 해당 가구

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4,754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 치를 용하면 국 가구  가구원의 표성 있는 자료

가 된다. 가족실태조사는 가구  가구원 특성, 가족 인식  

태도, 가족 형성  변화, 가족 계, 일과 돌 , 가정생활양

식, 정책 인식 등 가족생활과 계 반에 한 내용을 포

하고 있다. 취업주부의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족 균형 실태

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본 연구는 12세 이하 자녀

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유배우 상태의 취업주부를 일차 인 

상으로 하 는데, 가구원 응답자  총 185명이 이 조건에 

해당되었다. 이 에서 자 업자나 무 가족종사자는 직장 

유형의 근무 특성이 다른 유형과 상이하다고 단되어 제외

하고 최종 으로 13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3).

2. 분석 변수  분석 방법

분석에 활용된 종속변수인 일-가족 균형 지각은 “귀하는 

재 자신의 삶에서 일과 가정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한 5  척도로 된 응답(1=

매우 불균형하다, 2=불균형한 편이다, 3=보통이다, 4=균형

인 편이다, 5=매우 균형 이다)이다. 

직장 유형은 ⓛ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② 정부투자출연

기  ③ 기타 공공기 (사립학교 교원 포함) ④ 기업(300

인 이상) ⑤ 기업(50-299인) ⑥ 소기업(49인 이하) ⑦ 자

업체 ⑧ 기타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와 직장

의 특성을 고려하여 ⓛ 공무원(국공립교사 포함) ② 정부투

자출연기  ③ 기타 공공기 (사립학교 교원 포함)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 다. 그리고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⑦ 자

업체를 제외하고 ⑧ 기타 종사자 역시 구체 인 직업 유형이 

악되지 않으므로 제외하 다. 

근무 특성 변수로는 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근무시간 

조  가능 정도, 정기휴무 형태(주5일제 근무 여부/정기 휴

무 여부)가 포함되었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총 시간을 

직  쓰도록 되어 있고, 근무시간 조  가능 정도는 “귀하의 

3) 자 업 종사자와 기타 유형을 포함시키면 총 185명이 되며, 

이  자 업자나 무 가족종사자가 20.64%, 기타가 4.27%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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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 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에 한 응답으로 

5  리커트형 척도(1=  불가능, 2=조 하기 쉽지 않음, 

3=보통, 4=자유로운 편, 5=매우 자유롭게 조  가능)로 측정

되었다. 정기휴무 형태는 “일주일에 정기 으로 몇 번이나 

쉬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해 응답(1=일주일에 이틀 휴

무(주5일제), 2=일주일에 하루 휴무, 3=토요일 격주 휴무, 

4=매 2주마다 하루 휴무, 5=정해진 휴일 없음, 6=기타)하도

록 되어있는데, 이 변수를 기 로 주5일제 근무 여부 변수

(1=주5일제, 0=나머지)와 정기휴무 여부 변수(1=정해진 휴

일 있음, 0=정해진 휴일 없음)를 구분하 다. 

가족친화제도 특성 변수로는 가족친화제도의 유무와 이

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가족친화제도의 유무는 ① 탄력  근

무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② 자녀

의 출산양육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

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로그램 등) ③ 부양가

족 지원제도(부모 돌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④ 근로

자 지원제도(근로자 건강교육상담 로그램 등)의 유무를 합

산하여 총 (범 : 0-4)을 계산하 다. 이러한 제도  어느 

하나라도 이용한 이 있는지의 경험은 이분변수로 측정하

다(1=이용한  있음, 0=이용한  없음).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배경으로는 취업주부의 교육수

(1=고졸 미만, 2=고졸, 3= 졸, 4= 학원 이상), 가구소득

(50만원 미만부터 50만원 단 로 서열화), 총 자녀수, 0~6세 

자녀 유무, 7~12세 자녀 유무가 포함되었다. 

구체 으로 사용한 통계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응답

자의 사회․인구학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와 평균을 구

했으며, 직장 유형에 따른 근무 특성  가족친화제도의 차

이, 그리고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

기 해 일원분산분석을 하 다. 그리고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족 균형의 차이가 취업주부의 사회․인구학  특성, 직

장의 근무 특성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에 의해 설명되는 

지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하 다. 그리고 이러

한 통계 분석 과정에서는 가구원 가 치 값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조사 상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은 12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유배우 상태의 취업주부  자 업 종

사자와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131명이다. <Tabl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이나 공공기  종사자(이하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가 체 18.28%,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가 

8.51%, 50~299인 기업 종사자가 28.95%, 4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가 44.26%를 차지하 다. 

체 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평균 36.59세(SD=5.37)이며,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37.34%)이나 학교 졸업(59.68%)

의 교육수 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30.54%가 자녀가 1명, 

51.72%가 2명, 17.73%가 3명이었으며, 응답자의 47.00%는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66.86%는 7~12세 자녀가 

1명 이상 있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350~399만원 범주(범

주 8)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공무원  공공기 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의 평균 연령은 

33.94세로 네 집단  가장 낮았고, 학 졸업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94.78%). 자녀가 1명인 경우가 64.08%, 2명인 경우

가 34.90%인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주부가 84.86%로, 네 

집단 에 가장 높았다. 공무원  공공기 에 종사하는 취

업주부의 가구소득은 450~500만원 범주(범주 10)가 최빈치

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가장 높은 수 이었다. 

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5.79세이며, 학 졸업자 

비율은 70.70%, 학원 학력 이상이 16.11%이다. 자녀가 1

명인 경우가 61.88%, 2명인 경우가 38.12%인데, 6세 이하 자

녀가 있는 주부가 57.94% 다.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

의 가구소득은 400~449만원 범주(범주 9)가 최빈치로 나타

났으며,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보다는 낮았지만 나머지 

․소기업 종사자보다는 높은 수 이었다.

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6.81세이며, 학 졸업자 

비율은 62.65%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2.06%, 2명인 경

우가 72.38%, 3명인 경우가 5.56% 으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주부는 47.88% 다.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의 평

균 가구소득은 350~399만원 범주(범주 8)가 최빈치로 나타났

으며, 네 집단  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다. 

소기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7.69세이며, 고등학교 졸

업자가 42.31%, 학 졸업자 비율은 56.37%로, 평균 교육수

이 네 집단  가장 낮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1.72%, 

2명인 경우가 57.04%, 3명인 경우가 21.24%로 네 집단 에

서 평균 자녀수가 가장 많았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주부는 

38.35%로, 네 집단 에 가장 낮았다. 소기업에 종사하는 취

업주부의 평균 가구소득은 350~399만원 범주(범주 8)가 최

빈치로 나타났다. 

2. 직장 유형에 따른 근무 특성  가족친화제도 특성

직장유형에 따른 근무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Table 2>

에 제시한 것처럼,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근무시간 조  가능 

정도, 주5일제 근무 여부, 정기휴무 여부를 살펴보았다. 먼 ,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기업 종사자 43.80시간, 소기업 

종사자 43.35시간,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 42.38시간, 

기업 종사자 39.68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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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
Total

Work Hours
Flexibility 5-Day Work (%)

Regular

Day-Off (%)

Public Sector 16 (18.28) 42.38 2.34 50.77 100.00

Large Enterprise 10 ( 8.51) 39.68 2.08 33.07  94.85

Medium Enterprise 34 (28.95) 43.80 2.48 60.31  91.14

Small Enterprise 71 (44.26) 43.35 2.46 55.27  88.23

Note: The weighted percentages are presented. 

Table 2. Work Characteristics by the Type of Workplace (n=131)

Total

(n=131)

Public

Sector

(n=16)

Large

Enterprise

(n=10)

Medium

Enterprise

(n=34)

Small

Enterprise

(n=71)

Age 36.59(5.37) 33.94(3.80) 35.79(6.74) 36.81(5.90) 37.69(5.02)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1.60  0.00  0.00  0.00  1.32

  High School Graduate  37.34  5.22  13.79  35.74  42.31

  College Graduate  59.68  94.78  70.10  62.65  56.37

  Post-College Graduate  1.38  0.00  16.11  1.61  0.00

Number of Kids

  One  30.54  64.08  61.88  22.06  21.72

  Two  51.72  34.90  38.12  72.38  57.04

  Three  17.73  1.01  0.00  5.56  21.24

Having Kids Age 0-6  47.00  84.86  57.94  47.88  38.35

Having Kids Age 7-12  66.86  28.32  50.29  72.13  82.51

Family Income (2-17) 8.70 (2.43) 10.45(1.63) 9.73 (4.67) 8.05 (2.01) 8.20 (1.97)

Note: Public sector includes government official, teachers, and employees working for other public sector. Large enterprise refers to 

private enterprise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Medium enterprise refers to those with 50-299 employees. Small enterprise 

refers to those with less 50 employees; The weighted percentage are presented.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the Type of Workplace (Unit: mean(s.d.), %) 

가능 정도는 5  리커트형으로 측정하 는데, 기업 종사

자가 가장 낮았고, 기업과 소기업 종사자가 상 으로 높

았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비율은 기업 종사자(60.3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소기업 종사자(55.27%), 공무원  공공

기  종사자(50.77%), 기업 종사자(33.07%) 다. 휴무일이 

규칙 이라고 한 비율은 소기업 종사자가 88.23%로 가장 낮

았고,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비율이 높아졌다. 

직장 유형에 따라 가족친화근무제도의 유무와 가족친화

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Table 3> 참조), 공무원  공

공기  종사자들의 4.26%는 직장에 탄력  근무제도가 있다

고 하 으며, 48.35%는 자녀의 출산양육  교육 지원제도

가 마련되어있다고 응답하 다. 반면, 부양가족 지원제도나 

근로자 개인을 한 지원제도는 없다고 응답하 다. 기업 

종사자는 탄력  근무제도(16.17%), 출산양육  교육 지원

제도(61.68%), 부양가족 지원제도(58.83%)가 시행되고 있다

고 한 비율이 다른 직장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기업 

종사자의 4.39%는 탄력  근무제도가, 11.13%는 출산양육 

 교육 지원제도가, 10.43%는 근로자 지원제도가, 4.52%는 

부양가족 지원제도가 있다고 응답하 다. 소기업 종사자의 

3.5%는 탄력  근무제도가, 18.00%는 출산양육  교육 지

원제도가, 3.63%는 부양가족 지원제도가, 14.790%는 근로자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 다. 

가족친화제도가 도입된 역의 평균 개수는 기업 종사

자가 1.33개,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가 .53개, 소기업 종



7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지각

- 19 -

Mean S.D. Scheffe Test

Public Sector 3.57  .66 a

Large Enterprise 3.08 1.14 ab

Medium Enterprise 2.85  .54  b

Small Enterprise 2.90  .61  b

Total 3.02  .70

F(3) 7.15***

***p < .001

Table 4. Work-Family Balance by the Type of Workplace (n=131)

Flexible Work Child Rearing Elderly Care
Personal 

Support

Total

Policies
Ever Used

Public Sector  4.26 48.35   .00   .00  .53 32.96

Large Enterprise 16.17 61.68 50.83  4.11 1.33  8.23

Medium Enterprise  4.39 11.13  4.52 10.43  .30  5.87

Small Enterprise  3.45 18.00  3.63 14.79  .40 16.20

Note: The weighted percentages are presented. Total policies indicate the number of policy domains adopted by each type of 

workplace. Ever used indicate the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who have ever used any of the policies mentioned. 

Table 3. Family Friendly Policies by the Type of Workplace

사자가 .40개. 기업 종사자가 .30개 다4). 이러한 가족친

화제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 32.96%, 기업 종사자 8.23%, 기업 

종사자 5.87%, 소기업 종사자 16.20%로 나타났다. 이용 경

험 비율은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들이 가장 높고, 기

업 종사자들이 가장 낮았다.

3.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취업주부들의 일-가족 균형 수 을 알아보기 해, 직장 

유형별로 일-가족 균형 의 평균 수와 표 편차를 일원분산

분석으로 비교해 보았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5

 척도로 측정한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수는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M=3.57), 

다음이 기업 종사자(M=3.08), 소기업 종사자(M=2.90), 

기업 종사자(M=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으

4) 이 수는 각 역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것

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수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를 들어, 공공기 에는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출산양육  교육 지원제도에서 휴직

제, 휴가제, 직장보육시설 등 한 가지 이상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있을 수 있다. 

로 유의한 것은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와 ․소기업 종

사자 사이의 차이 다. 기업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공

공부문 종사자와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소

기업 종사자와도 차이가 없었다.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균형의 표 편차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기업 종사자들 사이에도 집단 내 편차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직장 유형에 따른 일-가족 균형의 차이가 취업주부

의 개인 특성, 근무 특성  가족친화제도에 의해 설명되는 

지를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1은 설명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직

장 유형에 따른 일-가족 균형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고, 모델 

2는 모델 1에 더하여 취업주부의 개인 특성을 통제한 모델이

며, 모델 3은 앞의 모델에 덧붙여 근무 특성을 통제한 모델이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4는 가족친화제도 련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모델이다. 각 모델을 분석할 때 직장 유

형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를 거집단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직장 유형에 따른 계수는 공무원  공공기  종

사자와 나머지 집단과의 차이로 해석하면 된다.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에 비해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균형 수는 .49 , 기업 종사자

는 .72 , 소기업 종사자는 .67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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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N=131) Model 2 (n=130) Model 3 (n=126) Model 4 (N=126)

β S.E. β S.E. β S.E. β S.E.

Large Ent. -.49 (.24)* -.19 (.24) -.23 (.23)  .08 (.24)

Medium Ent. -.72 (.17)*** -.48 (.19)* -.49 (.18)** -.31 (.17)

Small Ent. -.67 (.16)*** -.50 (.18)** -.53 (.18)** -.45 (.16)**

Family Income .01 (.03) .02 (.03) .01 (.03)

High School -.03 (.71) -.21 (.77) -.21 (.72)

College -.03 (.72) -.28 (.77) -.22 (.71)

Post College -1.71 (.88) -1.75 (.91) -1.77 (.84)

Number of Kids -.20 (.11) -.23 (.11)* -.25 (.10)*

Kids under age 7 -.13 (.16) -.20 (.15) -.12 (.15)

Kids age 7-12 -.05 (.19) -.22 (.19) -.24 (.18)

Total Work Hours -.02 (.01)* -.02 (.01)**

Flexibility .26 (.07)** .32 (.07)***

5-day Work -.03 (.12) -.20 (.12)

Regular Day-Off .28 (.25) .33 (.23)

Number of FF -.16 (.10)

Ever Used FF .85 (.20)***

Constant 3.57 4.03 .71*** 4.40 1.10 4.28 1.02**

F 7.15 4.41 5.3 6.72

R
2

 .14  .27  .40  .50

adjusted R
2

 .12  .21  .33  .42

Note: The reference group in the type of workplace is public sector. Large enterprise is workplace with 300 and more employees. 

Medium enterprise is workplace with 50-299 employees. Small Enterprise is workplace with less than 50 employees. Total 

work hours refer to average weekly work hours. Flexibil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an employee can control work 

schedule. 5-day work refers to whether an employee has a regular workday-weekend work schedule. Regular day-off refers 

to whether an employee have regular day-off. The weighted coefficients are presented. * p <.05; ** p <.01; *** p <.001.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s of Work-Family Balance by the Type of Workplace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체 응답자를 

상으로 한 일-가족 균형의 표 편차가 .70 으로 나타났는

데(<Table 4> 참조), 이를 통해 볼 때,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의 차이는 체 표 편차의 70%에 

해당하고,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의 차

이는 거의 표 편차 1에 해당하는 큰 차이이다. 즉,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에 비해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

들은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

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취업주부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 지는 자신의 

교육수 과 같은 인  자원 변수와 한 련이 있으며, 

자녀수나 미취학자녀 유무와 같은 가족 특성에 따라서도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 결과

들이 실제로는 취업주부의 개인 특성이나 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향력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모델 2에서는 취업주부의 교육수 , 가구소득, 자

녀수, 미취학자녀 유무, 등학생 유무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후,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결과,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 

사이의 일-가족 균형 수 에서 보 던 통계  유의성이 사라

지고, 기업과 소기업 종사자들과의 차이도 크기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로 해

석된 모델 1의 효과  일부분은 취업주부의 개인 특성과 가

족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 간의 차이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 

부 설명되었다. 그러나 모델 2에 포함된 개인  가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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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에서 유의도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설명력

을 가지는 변수는 없었다. 

모델 3에서는 직장 유형에 따른 차이가 구체 으로 근무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무 특성 변

수들이 포함된 결과,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소기

업 종사자들과의 일-가족 균형 수 차이는 오히려 더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조  

가능 정도가 일-가족 균형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는데,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일-가족 균형 지각

이 .0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근무시간 조  가

능 정도가 1단  증가할 때, 일-가족 균형 지각이 .26  높아

졌다. <Table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기업 종사자

들은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나 기업 종사자보다 근무

시간을 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들 종사자

들이 일-가족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만약 근무 특성

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모델 2와 모델 3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의 일-가족 균형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에 도입된 역별 가족

친화제도 수와 가족친화제도를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이 있

는 경험 유무를 포함시킨 모델 4에서는 직장의 가족친화제

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 있는 경우 일-가족 균형 수

가 .85  높아져서 체 표 편차 1보다 큰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의 차이가 사라졌는데, 이는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가 지각하는 일-가족 균형 수의 

차이는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Kim et al., 2009; Jung et al., 2010 등)에서 보

고되었듯이 일반 으로 공공기 에 비해 ․소기업에는 가

족친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은데, 이들 조직에도 

가족친화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다면 ․소기업 종

사자도 공공기  종사자 수 의 일-가족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친화제도의 유무 자체는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가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

차 가족실태조사  공무원  공공기 , 기업, 기업, 소

기업에 종사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유

배우 상태의 취업주부 131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본 연구문제는 직장 유형에 따른 근무 특성, 가족

친화제도의 유무  이용 경험, 그리고 직장 유형에 따른 일-

가족 균형 수 이며,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일원분산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 기 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수 은 직장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사회  통념과 유사하게 공무원  공공기 에 근

무하는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수 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소기업, 기업 종사자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먼 , 각 직장 유형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의 사회․인구학

 특성에 차이가 있다. 동일하게 12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유배우 여성만을 조사하 지만, 그 에서도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들의 연령이 가장 낮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교육 수  역시 가장 높다. 

반면 소기업 종사자들의 연령이 가장 높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교육수  역시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을 의미한다. 교육수 이 상 으

로 높은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들은 문가로서의 경력

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가 있

어도 취업을 단하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공공기 의 근무 환경이 

상 으로 가족친화 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

 일-가족 균형을 이루기 쉬운 상황에서 경력단 이 일어나

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직장의 근무 특성이 직장 유형에 따른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의 차이를 일부 설명한다. 연구 결과, 일주일 평

균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조  가능성이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직장 

유형에서 취업주부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기업 종사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40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길다. 그리고 

직장 유형에 상 없이 모든 취업주부의 근무시간 조  가능

성이 간값 보다 낮은 수 인데, 특히 기업 종사자의 경

우 근무시간 조  가능성 정도가 더 낮다. 즉 기업에 종사

하는 취업주부는 다른 직종에 취업한 취업주부에 비해 총 근

무시간은 약간 은 신 근무시간 조 가능성은 가장 낮은 

편이고 주5일 근무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정도가 직장 유형에 따

른 일․가족 균형의 차이를 설명한다. 연구 결과,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균형의 차이는 

단순히 인  자원이나 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직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는 경험이 같다면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나 기업 종사자가 지각하는 일-

가족 균형 정도에 차이가 없다. 이처럼 가족친화제도에서 

요한 것은 직장에 도입되어 있는 역별 가족친화제도의 수

가 아니라 실제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

족친화제도의 유무 자체보다는 제도의 이용 경험이 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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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Choi & Yoo, 2007; Ok 

et al., 2011).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정책에 해 몇 가지 시사 을 가

진다.

첫째, 가족친화제도가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에 미치는 

향은 선택  편이 상을 고려한 이후에도 여 히 유효하다. 

직장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특성, 근무 특성이 다른 것은 사

실이지만,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이러한 직장 유형의 차이로

만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가족친화제도가 동일하게 활용

될 수 있다면 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주부나 공공기 에 종

사하는 취업주부나 비슷한 수 의 일․가족 균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친화제도의 극  시행으로 ․소기

업의 취업주부들의 일․가족 균형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

구에서 가족친화제도가 가장 많이 도입되어있는 곳은 기

업이었다. 기업은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  양육 지원제

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는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 이었다. 한 일․가족 균형 수 에 보다 직 으

로 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친화제도의 유무가 아니라 활용 

경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균형 

잡힌 일과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더 

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분 기나 

동료 계 등 비공식  조직문화라는 선행연구의 결과(Ok et 

al., 2011)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휴무제도보다 근무시간 조 가능성이 일-가족 균형

에 미치는 향이 더 높다는 결과는 휴무일이나 휴가제 보다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단축 근무, 집  근로시간제 등 

근로자의 근무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기혼여성의 일-가

족 균형을 지원하는 데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을 시사한

다. 특히 제도는 도입되어 있어도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 종사자들을 볼 때,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실제 활용 가능

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에게 인센티 를 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자 개인 특성, 근무 특성, 가족친화제도 등을 모

두 고려한 후에도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소기업 종사

자의 일-가족 균형 지각에서 보이는 차이는 여 히 유의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공공기  종사자와 소기업 종

사자의 일-가족 균형 지각 차이를 설명하기 해서는 본 연

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외에도 다른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사

업장의 특성 변수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소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균형 수

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제안할 때 한계가 있다. 

체 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해 투쟁해야 하는 

가장 표 인 자원이 시간이라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 노동시간의 증가는 곧 가족생활 참여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가족 갈등이 야기된다는 Voydanoff

(1988)의 지 은 오늘날 한국의 취업주부에게도 그 로 

용되고 있다. 취업주부의 일-가족 균형 수 을 높이기 해

서는 기본 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무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

하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가족친화제도의 설

계와 시행에서 정책  우선순 를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 , 정책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먼 , 국 인 표성

을 가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가구가 치를 부여

하 지만 분석한 표본의 크기가 으로 크지 않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분석한 표본이 작을수록 표 오차가 커지

기 때문에 참인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1종 오류의 가능성

이 높아진다. 실제 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회귀계수의 

통계  유의성이 .05~.1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

다.5) 만약 충분한 표본 크기가 확보된다면 이러한 변수들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 본 연구에서는 자 업자나 무 가족종사자의 경우 

공공기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비교 거가 상이하다고 

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그러나 실제 취업한 기혼여

성  자 업자나 무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일반

으로 자 업자나 무 가족종사자의 경우 근무 시간 조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 다고 일-가족 균형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가족 

균형 지원 정책 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업자

나 무 가족기업종사자의 일-가족 균형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좀 더 

면 하게 분석하기 해 직장 유형 선택의 선택  편이 문제

를 고려할 수 있는 개인  가족 특성과 근무 특성을 모두 

분석하 다. 그러나 2차 자료의 한계 으로 인해 이들 특성

과 련된 변수들을 모두 포 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족친화

제도의 일-가족 균형에 미치는 효과가 근로자 개인의 특성이

나 사업장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을 보여 으

로써 가족친화제도의 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

고, 가족친화제도의 확 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는 에서 의의가 있다.

5) <Table 5> 모델4에서 1종 오류의 유의도 구간을 조  더 확

하면, 주5일 근무자(β=-.20, p=.09)인 경우에, 그리고 가족

친화제도의 수가 1단  증가할수록(β=-.16, p=.09) 일-가족 

균형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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