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y Promotion Research❙ 41

http://dx.doi.org/10.21186/IPR.2016.1.2.041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미주*, 임상호**

세무법인서한*, 공주대학교**

A Study on Female Worker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about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Mi Joo Jung*, Sang Ho Lim**

Seohan Taxation Services Corpor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
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여성 근로자, 일·가정 양립, 일가정양립지원제도, 가족적 지지, 경력단절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Childcare leave' was the most Implemental and utilized policy, and 'working hours reductuion', 
'flexible commute time' in order. Awareness(p<.001) and satisfaction(p<.05) of using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positively affected the effectiveness recognition. For intention to use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was not significant but family support 
marginally affected.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expanding policy consideration on female workers’ 
family and understanding the effectiveness of work-family balance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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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 기  1.24명으로 세계 최  

수 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1]. 이 듯 미래의 국가 

존폐를 할 정도로 심각한 출산율 감소 상의 원인

에는 가정에서의 육아·가사분담 불평등, 여성 친화 이

지 못한 기업문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 의 일·가

정양립 인식  제도 미비 등으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

지 않고 육아를 병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커리어와 경

제  자립을 해 계속 직장을 유지하려면 출산과 육아

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

는 첫째로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출산 문제 해결에 있다. 일회성 

출산축하  등의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 으로 일(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출산율 증가와 여성의 경

력단  방지를 동시에 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과 남녀고용평등에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수년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통계청에 따르

면 2015년 기 으로 체 고용률 60.3%  여성 고용률

은 49.9%, 남성 고용률은 71.1%로 무려 21.2%p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아직 남녀 고용평등은 OECD 국가에서 매우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2]. 이미 여학생

(75.4%)의 학진학률은 남학생(67.4%)을 추월했으나 동

일한 학력과 능력 수 에서도 남녀의 임  차이가 크며 

여성은 30 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 을 경험

하게 된다(신은주, 2015)[3].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남성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며 여성 고용률 향상

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출산율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한 사안이다.

이 듯 산 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 인 남녀평등을 

실 하기 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과 련 정책 운

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여성 

연구자를 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성

과와 효과성에 한 정책 상자의 평가와 개인  조직

(직장)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향까지 고려한 연구는 많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식

과 활용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운   이용 실태

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에 한 인식  

평가는 정 인가?

셋째, 가족  지지는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에 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에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일-가정의 양립은 경제활동과 가정 돌 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가족돌 의 책임을 갖는 남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김은정, 2013)[4]. 따라서 일·가정양립지원제

도는 ·유아 자녀의 양육지원을 한 법정 휴가제도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배려를 뜻한다(Saltzstein et 

al., 2001; 정장훈 외 재인용, 2011)[5-6].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목표는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

장에서 여성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남녀의 

가사·육아 등의 역할분담이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과 양육에 한 여성의 선

택권을 보장하고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이혜

성, 2015)[7]. 최근에는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남성도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워킹

디’에 한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 차 확 되

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은 사회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마련의 법 인 근거는 

‘ 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있으며 제1차(2006년∼

2010), 제2차(2011∼2015) 계획을 거쳐 재 제3차(2016

∼2020) 계획이 최근 발표된 바 있다. 한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본격 으로 도입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조항은 경력단 여성의 능력

개발과 고용 진지원,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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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 운 ,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일가정 양립 지

원 기반 조성에 한 내용이다.

재 표 인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는 여성의 모성

보호를 한 생리휴가와 출산휴가(산   산후)뿐만 아

니라 육아휴직, 가족 간호휴가, 직장보육시설, 육아기 근

로시간단축제(주 15-30시간 이내 범 에서 근무시간을 

탄력 으로 단축), 시차출퇴근제(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율 으로 조정), 재택·원격 근

무제도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

단 여성 취업지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제, 아이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8].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나 워킹 디를 한 정책 

지원 등 부성에까지 일·가정양립지원의 범 를 넓 가고 

있으며 인식개선을 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3. 선행연구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지원제도에 한 주요 선행연

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권태희(2010)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리자 

패 을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의 2가지 형태  직무의 

유연성은 여성 리자의 직장가정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역할갈등을 축소시켰으며, 시차출퇴근제는 직장만족도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 

재택근무제는 가족생활 만족도 개선에만 효과가 있었으

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맞벌이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양립 수 이 낮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 다[9].

이혜정·유규창(2011)은 여성인력패 조사 자료  인

사담당자와 근로자본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여부는 출산에 크게 

향을 주지 못했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이 

출산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 다. 한 

개별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가 출산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CEO의 경 철학, 조직  상사의 지원 

분 기, 인사 리의 투명성 등이 요함을 강조하 다

[10].

숙(2015)은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

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제도

에 한 인지도는 반 으로 높았으나 체인력 부족의 

문제로 임신출산양육 련 특별휴가의 사용 수 은 보통

임을 확인하 다. 특별휴가 미사용 이유는 동료나 상사

의 치 때문이었으며 유연근무제는 운용 정도가 미흡하

며 부정  인식이 많았다. 개선방안으로는 가정에서의 

남녀 가족 역할분담 실천,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 인식 

 조직 분 기 변화, 제도 정비, 결원보충의 실효성 확

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 다[11].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일가정양립제도에 한 인지

도나 제도 도입 정도는 보통 이상이나 직장 여건과 사회

 인식 때문에 사용 수 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에 한 

가족들의 지지의 향이나 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한 

부분은 상 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론  고찰을 토 로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

원제도 인식과 활용 간의 향 계를 분석하고자 연구모

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2016년 2월 15일부

터 2월 26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86부를 수거했으

며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1부를 분석

에 활용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개인  특성 11문항, 표 인 

일·가정양립제도 3가지(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단

축제, 시차출퇴근제)의 시행여부  이용경험 6문항, 일·

가정양립제도 인지도 5문항,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 

만족도 5문항, 일·가정양립제도 효과성 5문항, 향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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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Age

20s 8 9.9

30s 37 45.7

40s 24 29.6

> 50s 12 14.8

Education

< High Sschool 19 23.5

Junior College 18 22.2

> University 44 54.3

Current Job 

Work 

Experience

< 1 year 10 12.3

1-3 years 12 14.8

3-5 years 12 14.8

5-10 years 20 24.7

> 10 years 27 33.3

Total Work 

Experience

< 3 years 6 7.4

3-5 years 9 11.1

5-10 years 19 23.5

10-20 years 28 34.6

> 20 years 19 23.5

Position

Staff 38 46.9

Assistant Manager 18 22.2

Manager 17 21.0

> Deputy General Manager 8 9.9

Job

Genral affairs/Planning 13 16.0

Tax Accounting 41 50.6

Sales/Marketing 9 11.1

R&D 8 9.9

Service/CRM 10 12.3

Monthly Income

< 2 Million Won 26 32.1

2-3 Million Won 33 40.7

3-4 Million Won 11 13.6

> 4 Million Won 11 1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umber of 

Children

1 person 18 22.2

2 people 37 45.7

> 3 people 6 7.4

None 20 24.7

Type of 

Company

Private Enterprise 39 48.1

Public Institution 35 43.2

Non-Profit Organiztion 7 8.6

Volume of 

Company

1-4 people 8 9.9

5-9 people 17 21.0

1-99 people 14 17.3

100-299people 22 27.2

>300 people 20 24.7

Worker Status
Rugular Worker 76 93.8

Temporary/Dayworker 5 6.2

Variables
Family 

Support

Effective

-ness

Intention 

to Use

Aware

-ness

Satisfac

-tion

Factor1

E3 .882

E2 .840

E1 .773

Factor2

C1 .777

C2 .751

C3 .744

<Table 3>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가정양립제도 이용의도 5문항,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

용에 한 가족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 3문항으로 

총 40문항을 조사하 다.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 , 최종학력

은 졸 이상,  직장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총 직장 경

력은 10-20년, 직 은 사원, 담당직무는 세무·회계, 월평

균 수입은 200-300만원, 자녀 수는 2명, 개인/민간 사업

체, 규모는 100-299명, 고용형태는 상시근로자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한 재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시행여부

를 보면 육아휴직제(64.2%)-시차출퇴근제(34.6%)-육아

기 근로시간단축제(33.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용경험 한 육아휴직제(29.6)-시차출퇴근제(27.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7.4%) 순으로 많았다.

Spec.

Current Company 

Operation 
Using Experience

Yes No Yes No

Childcare Leave
52

(64.2%)

29

(35.8%)

24

(29.6%)

57

(70.4%)

Working Hours 

Reductuion

27

(33.3%)

54

(66.7%)

6

(7.4%)

75

(92.6%)

Flexible Commute 

Time

28

(34.6%)

53

(65.4%)

22

(27.2%)

59

(72.8%)

<Table 2> Work-family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Varimax 회 으로 요인분석 실시결과 8개 변수가 제

외되어 최종 으로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p<.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한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으로 양호한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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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3

D3 .697

D4 .677

D1 .575

Factor4

A2 .768

A1 .701

A3 .605

Factor5

B1 .599

B3 .576

B2 .545

Eigen Value 3.504 3.495 2.603 1.185 1.153

Cronbach’s Alpha .858 .770 .673 .661 .635

Variance(%) 25.026 24.961 18.591 8.461 8.235

KMO-Bartlett .473 / 352.695
***

***p<.001

5.3 상관관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Pearson 상 계수는 일가정양립제

도의 효과성 인식과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이용 만

족도 사이에서만 p<.05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일가정양립제도에 한 인지도가 높고 이용 만족도가 높

을수록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성도 높게 평가하는 상

계가 확인되었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Awareness of 

Work-family Policy
2.23 1.076 1.000

Satisfaction of 

Work-family Policy
3.40 1.166 .101 1.000

Effectiveness of 

Work-family Policy
2.93 .911 .482

**
.291

*
1.000

Intention to Use 

Work-family Policy
2.78 .746 -.100 -.099 -.013 1.000

Family Support 3.77 .798 -.158 -.157 .041 .2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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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5.4 일가정양립제도 인식과 활용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p<.001, β =.530) 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만족도(p<.05, 

β =.237)는 일가정양립제도 효과성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그러나 향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의도에 

한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이용 만족도의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가정양립제도에 한 인지도가 높거나 경험을 

통해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만족도가 높으면 일가정양립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 이라고 인식하지만, 그것이 직

으로 미래의 제도 활용  출산의도 향상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선성 진단 결과를 보면 Durbin-Watson 값이 

각각 1.630, 1.628로 0 는 4에 가깝지 않고 기 값이 2

에 근 하여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변수

의 공차한계가 0.1 이상이고 VIF(분산팽창계수)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
2

F VIF

Awareness of 

Work-family Policy

Effectiveness 

of 

Work-family 

Policy

.530 4.669***

.362
14.213

***

1.010

Satisfaction of Using 

Work-family Policy 
.237 2.091* 1.010

Awareness of 

Work-family Policy

Intention to 

Use 

Work-family 

Policy

-.120 -.857

.024 .616

1.010

Satisfaction of Using 

Work-family Policy 
-.086 -.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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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5 가족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계  회귀분석을 통해 조 효과 분석을 실시했으나 

결론 으로 독립변인(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일가정양

립제도 이용 만족도)이 종속변인(일가정양립제도 효과

성, 향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가족  지지의 조 작용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추가 으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1 

유의수 에서 가족  지지가 향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의도에 한계 으로(Marginally)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지지 한 일가정양립제도 활용에 

한 하나의 향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 다. 

Independant Dependant β t R
2

F

Family 

Support

Intention to Use 

Work-family Policy
.248 1.777* .162 3.157*

*p<.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이러한 결과는 가족  지지가 일가정양립제도의 이용

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나 가족  지지만으로는 

실질 인 출산의도  극 인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효

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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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식과 활용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와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제도 효과

성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다만 향후 일가정양

립제도 이용의도에 한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이용 

만족도의 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을 통해 제도

에 한 정  인식이 실질 인 제도 활용  출산의도

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 즉 제도 이

용을 통한 경력단  방지  직장 유지에 한 가족  지

지(배우자, 부모, 시부모 등 주요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높을수록 향후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에 한계 이나마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식 한 일가정양립제도 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제도 이용률 향상을 해 교육이나 사회  

캠페인을 통해 정 인 인식 환을 도모해야 할 필요

성을 확인하 다.

연구의 한계 은 설문 상자가 특정 업종에 편 된 

경향이 있어 일반화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일가

정양립제도의 이용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수를 다루지 못했다는 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근로자를 상으로 일가정양립제

도 운 실태와 인식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한 인식과 활용 간의 향 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악하고, 가족  차원까지 고려 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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