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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ees' use of family-friendly programs. 
Although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n increasing number of family-friendly programs offered 
in the workplace, many studies have reported a lack of their actual use. This study considers 
various socio-demographic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such as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and the percep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to better understand the reason behind this 
insufficient use. For this, data from the 2nd National Korean Family Survey in 2010 were 
employed. The results based on a total of 408 employees with diverse occupations indicate that 
among the four family-friendly programs evaluated(flexible working hours, child care, dependant 
care, and employee wellbeing), child care programs were most frequently provided by employers.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family-friendly programs were 
associated mainly with workplace characteristics or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The work 
environment including the employee’s perceptions of how comfortable it is to accept assistance 
from family-friendly programs was also a key factor.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except for family needs had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ee 
participation in family-friendly programs.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on employees’ responses to family-friendly programs and investigate 
additional factors that can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grams.

Key words: use of family-friendly programs, work environment, employee perceptions, gender 
role attitude

Ⅰ. 서론 

산업화 이후 개인의 삶에서 가족과 직장은 별개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별개로 존재하는 이 두 

영역을 상호 아우르기란 힘들어졌다. 자녀를 돌보는 

일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란 어려우며, 개인은 

두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양립 불

가능한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 안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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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며 구성원들을 돌보는 가족 일은 여성이 담당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직장 일은 남성이 담당

하는 성별분업적 역할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일과 가족의 영역

을 과연 상호 배타적인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혼가족 및 단

독가구 증가 등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및 성역할에 대한 양성평등 가

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점차 가족의 일은 여자

가 담당하고 직장 일은 남자가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

분법적 성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과 직장 모두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Clark 2000). 따라서 가족

과 직장은 서로 별개의 삶의 영역이 아니며, 이 둘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 즉 이 

두 영역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과 가족의 상호관련성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최

근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

족친화제도’이다. ‘가족친화제도’는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이 직장일과 가족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정책적 배려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제, 출산휴가제, 직장보육시설 등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이 직장

을 다니면서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 여건

이 형성된다면, 개인의 삶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직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능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고, 가족의 관

점에서 본다면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

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직장과 가족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가족친화환경

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적 차원

에서 가족친화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

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

해 가족친화경영컨설팅, 가족친화교육 및 조사, 가족

친화인증사업, 가족친화포럼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업 내 가족친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각 기업에 홍보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차

원의 대책마련이 강조되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가운

데 특히 가족돌봄과 자녀양육을 배려하는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대중적,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족 친화사업은 개인, 기

업, 사회 전반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통적으로 필

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주체 역시 정부가 주도하

는 측면이 강하다(Yoo 2007; Kim 2009; Kim 2013; 

Moon 2013). 이에 따라 기업이 가족친화제도의 본연

의 의도를 공감하고 이를 뿌리내리고자 경영에 적극 

활용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

르거나 기업의 홍보차원에서 피상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Do 2013)

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나 출산 전후 휴가제도 등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입하였으나 회사 분위기와 업

무 부담 때문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은 턱없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이 조사에서 육

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조사대상 전체의 79.4%

이지만,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근

로자는 24.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출산 전후 휴가

제 역시 90.3%의 기업들이 도입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들의 실제 이용률은 34.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가족친화제도들이 양적으로 확산

되는 것만으로 곧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용할 수 있는 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가 무엇인지, 즉 제도의 도입과 실제 이용률간의 간

극이 과연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가족친화제도의 실제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과연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볼 것

이다. 

가족친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친화

제도가 직장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의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Dex & 

Scheibl 1999; Allen 2001; Budd & Mumford 2005;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9

Hammer et al. 2005; Yoo 2007; Gupta et al. 2008; Kang 

& Park 2009).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친화제도

를 통해 기업경영이 긍정적 영향을 받기를 기대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만족, 직무성과, 

이직의도, 일-가족 갈등과 가족친화제도가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 살핀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Kang & Park 2009; Kim 2009; Kim 2013). 한편 가족

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친화제도가 가족생활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즉 가족생활만족, 자녀출

산, 결혼만족 등을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Yoo 2010a; Park & Kim 2012; Moon 2013). 이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관점과 가

족의 관점 모두에서 근로자의 삶과 기업의 경영의 질

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일-가족의 조화로운 양립에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아직 가족친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연구

들은 가족친화제도가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구

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친

화제도의 제공여건에 비해 개인의 실제적 이용이 매

우 저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공공기

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가족친화제도는 그 직장에 근

무하는 모든 개인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모

든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의 여건과 필요 

혹은 직장 환경으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제도의 실제 활용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인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Budd 

& Mumford 2005; Kim 2013).   

반면, 이제까지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친화

제도의 제공여부, 혹은 인지도와 실제 이용여부를 서

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을 파악

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왔다. 서

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실제 이용의사 혹은 이용행동

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다른 복지서비스 제

공 연구들에서 입증된 바 있다(Song 2003; Kang 

2005), 이 점을 감안할 때 가족친화프로그램들의 실

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제공여부 혹은 인식 수준

과 실제 이용행동의 수준 등 가족친화제도 활용의 다

양한 차원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과 실제 이

용행동을 구분하여, 특히 실제 이용여부에 관심을 두

고자 한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년간 

학문적,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누가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Saltzstein et al. 2001). 이에 본 

연구는 과연 누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지, 구체

적으로 설명하자면 가족친화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활용한 사

람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가족친화서비스의 이용행동을 보다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 사회 가족친화제

도 운영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이다. 둘째, 가

족친화제도가 운영되는 직장에 다니는 기혼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과 이용

한 사람이 개인, 가족, 직장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양한 개인적 여

건, 가족 및 직장환경요인이 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 활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

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친화제도 현황 

‘가족친화제도’란 OECD(2002)의 정의에 의하면, 

가족과 아동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의 일-가족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녀를 둔 근로

자가 일과 양육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양성

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Kim 

2009). 폭넓은 의미에서 가족친화제도는 개인이 직장

과 가족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가족일

을 배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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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에 대한 관심은 현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

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내외 경제사정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도 양성평등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

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함으로써 맞벌이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Chin & Sung 2012). 이

로 인해 여성 취업자에 대한 배려, 맞벌이 부부를 위

한 자녀 양육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졌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일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

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 국한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관련 법과 제도들이 제정되기 시

작하면서부터 가족친화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과제로 자리 잡았다.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

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ㆍ제도 등을 통해 사

회적 차원에서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

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이제까

지 기업형편에 맞게 여러 형태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왔다면,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친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

기 시작하였다. 즉, 가족친화제도를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

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고, 가족친화가 효과적으로 기업 내에서 실

현되기 위하여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작업이 사회적 차원

에서 이루어졌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족친화제도

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탄력적 근무제도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근로

자가 탄력적으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원

격 및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로시간제, 직

무공유, 장기근속휴가 등이 있다. 출산 및 양육지원제

도는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

휴가제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 뿐 아니라,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지원, 자녀교육프로그램지원 등 자

녀의 양육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노인부양, 가족간호 및 돌봄을 돕는 것으

로서 가족간호휴가, 부모돌봄서비스, 가족간병비 지

원 등이 있다. 근로자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

구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프로

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친화경영문화조성이

란 기업 내에서 가족친화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제반 활동들

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

가족부는 이러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하여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이것의 효

과를 입증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에 가족친화가 

보다 폭넓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법ㆍ제도의 도입 등 가족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지만, 가족친화제도가 사회에 실질적으

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만

으로는 부족하다. 즉,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친화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기

업과 개인행동에서의 실질적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

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족친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피상적이고 상징적 차원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Min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설사 다양한 가족친화정책들이 

도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의 여부가 도입여부와 반드시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기업과 가족 내 유교적 가부장적 전통이 유지

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교적 근로관이 크게 작용하

고 있다고 지적된다(Yoo 2010b). 이러한 가치관은 직

장과 가족 내 일-가족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이것

을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

울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Budd & Mumford 2005; Yoo 

2010a; Jeong et al. 2013)에 의하면 기업들이 도입한 

가족친화제도는 휴가와 휴직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1

으며, 개인 근로자들의 프로그램 실제 활용률은 전반

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태를 조사한 연구(Moon 

& Choi 2010)에 의하면 ‘휴가 및 휴직제도’가 가장 실

시율이 높았으며, 탄력근무제와 자녀보육지원제도의 

경우 실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Kim et al. 2007)에 의

하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도입정도에 비해 탄

력 근무제도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2010년도 고용노동부의 조사(Jeong et al. 2013)에서도 

탄력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비율은 저조한 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활용률

이 프로그램 유형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측면에서나 개인 근로자 측면에서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Kang et 

al. 2007)에 의하면, 기업의 측면에서 산전후휴가, 육

아휴직 등 모성보호관련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다

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대상 기업 중 60-70%에 달했

다. 또한 근로자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률도 저조하

였는데, 육아정책연구소(Do 2013)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 출산전후 휴가

제 실제 이용률은 34.5%에 그쳤다(Yunhap news, 2013).

이처럼 제도의 도입과 실제적 이용간의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입과 이용행동 간 나타

나는 커다란 간극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친화

제도의 실제 활용률을 제고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

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 상황에서 누가 가족

친화제도를 활용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함으

로써 과연 근로자들이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끔 하는 맥락이 무엇이며,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

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가 직장에서 운영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석의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

고 이 두 집단이 어떠한 측면에서 구별되는지를 비교

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가족친화제도의 실제적 이용

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작업은 

가족친화정책의 효과성을 진작시키고 이것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관련된 요인

 

가족친화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얼마나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

회에 가족친화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친화

제도의 실태를 살피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치중

해왔다. 특히 많은 연구들(Yoo 2007; Lee et al. 2008, 

Kang & Park 2009; Kim & Cha 2009; Kim 2009; Moon 

& Choi 2010; Yoo 2010a; Lee 2011; Chin & Sung 2012; 

Kim 2013; Moon 2013)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기

업경영과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

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일-가

족갈등, 가족생활만족 등과 연결시켜서 가족친화제

도가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들

은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조직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며, 가족의 측면에서 보

면 일-가족 조화시킴으로써 가족생활만족도를 증진

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우리사회에서 가

족친화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활용

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사회처

럼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자리 잡

기 시작한 가족친화정책은 자칫 형식주의에 그쳐서 

실제 활용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과연 그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

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혹은 장벽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

되었다 하더라도 도입여부, 혹은 존재여부만으로 가

족친화환경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우며(Song et al. 

2010), 제도의 진정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이용률도 높이는 등 그 활용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과 방안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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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반면, 이제까지 가족친화제도가 직장생활과 가족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해 과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제도

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는지, 즉 제도의 실제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다만 기업의 측면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시

행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연구(Lee et al. 2008; Yoo 

2008)와 여성 관리자의 관점에서 가족친화제도 활용

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을 규명한 연구(Min 2010) 등 

소수의 연구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 연구들은 가족친

화제도의 실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과 근로

자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제도의 실제적 활용

을 일부 기업의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거나(Lee et al. 

2008), 여성 혹은 관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등

(Yoo 2008), 연구의 대상과 관점이 일부 직종과 직장

에 제한되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전국 규모

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남녀 

근로자 모두를 포함시켜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관련이 되는지를 폭넓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udd & Mumford(2005)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을 파

악하는데 있어서 제도의 도입(availability)과 실제적 

이용(usage)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고, 이 둘의 관계에 작용하는 여러 복합적 요

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에서 여성근로자의 경우 관리직 혹은 전문직 여성들

이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비해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된다. 또한 근로자 개

인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가족친화정책 인지도와 필

요욕구에 영향을 미친다(Budd & Mumford 2005; 

Swody & Powell 2007). 결국, 가족친화정책이 존재한

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처한 개인, 가족, 직장 상황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Budd & 

Mumford 2005). 

따라서 가족친화제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만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

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실제적 이용률 

역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아직까지 가족친

화제도의 실제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국내의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가족친화와 일-가족 양립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도의 실제 활용에는 다양한 개

인과 환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변인들을 크게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직장특성, 그리고 성역할 태도, 직장분위기 등 주관적 

인식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이 요인들이 개인이 가족

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성, 연령, 교육수

준, 가족소득, 자녀수, 맞벌이 여부 등을 포함할 것이

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도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를 포함시킨 것은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족보살핌 노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

문에 개인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이다(Jang et al. 2009). 

둘째, 직장 특성으로서 직장유형, 직위, 근로시간, 

근로시간조절정도, 주 5일제 시행여부 등을 포함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Budd & Mumford 2005; Hammer et 

al. 2005; Kim et al. 2007; Yoo & Choi 2009, Min 2010; 

Moon & Choi 2010)들은 가족친화환경을 만드는데 무

엇보다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며, 

제도의 도입은 기업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

적한 바 있다. 즉, 근로시간, 여성근로자 비율 및 노조 

유무 등 조직 구성, 기업 종류 및 규모 등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

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아무래도 중소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도 크고 복지시스템

이 잘 갖춰있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환경

과 관련된 조건들을 가족친화제도 이용행동과 관련

된 요인으로서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친화제도의 요구와 

실제 활용에는 가족친화에 대한 직장의 분위기 뿐 아

니라 성역할 태도 등 일-가족에 관한 직장과 개인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Song et al. 2010; 

Yoo 2010b; Kim 2013). 직장의 외적 환경 뿐 아니라, 

직장 내 자리 잡은 인식과 분위기 등 일문화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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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Frequency(%)

Sex
Male

Female

319(78.3)

88(21.7)

Age

20-29 16( 4.0)
30-39 159(38.9)
40-49 189(46.3)

50 and over 44(10.7)

Education
Middle school degree 10( 2.5)
High school degree 146(35.8)

College degree or more 251(61.7)

Household

income

50-199 18( 4.7)
200-299 132(32.3)
300-399 123(30.2)
400-499 62(15.2)
500-599 47(11.6)
600-699 11( 2.7)

More than 700 14( 3.4)
Dual-income 

household

Yes

No

161(39.4)

247(60.6)

Number of 

children

1 75(18.5)
2 215(58.6)
3 77(20.8)

Any children 

aged 0-6

Yes 129(31.7)

No 279(68.3)

Any children 

aged 7-12

Yes 137(33.6)

No 271(66.4)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Frequency(%)
Mean

(SD/range)

Workplace type

Public sector 111(27.7)
Large enterprise 69(17.1)
medium-sized 
enterprise

166(41.3)

Small enterprise 56(13.9)
Management
/professional

56(13.8)

Occupation
Clerical 195(47.9)
Service/sales/
technical

156(38.3)

Normal weekly 
hours worked

46.63(9.11)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2.26(1-5)

Five-day work 
week

Yes 268(65.8)
No 140(34.2)

Fear of a 
negative 
evaluation

2.00(1-5)

Gender-role 
attitude

3.58(1-5)

Table 2. Work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나 가족을 지원하는가는 근로자들의 인식과 일-가족 

갈등, 직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Allen 2001). 직장 내에서 형성된 일-가족 양립에 대

한 우호적 분위기는 개인이 보다 쉽게 일과 가족을 

오고가면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제도를 활용하기가 보다 용

이한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Clark 2000; Song et al. 

2010; Guest 2002). 실제로 직장이 다양한 가족친화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

로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등 가족친화프로그

램에 대한 직장의 적극성과 우호성 등을 개인이 인식

할 경우, 가족친화제도에 참여 정도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한다(Swody & Powell 2007). 개인이 얼마나 양성

평등의 가치관을 가졌는지의 여부 역시 가족친화제

도의 실제 이용행동에 중요하다. 양성평등적 가치관

은 가족 내 남녀간 노동분담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연결이 되며, 이는 가족친화제도를 요구하는데 보다 

적극적 입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Yoo 2010b).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성역할태도를 개인이 가족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인

식하는 불이익정도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자료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대

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2010년 제 2차 가족

실태조사’이다. 2005년 제 1차 가족실태조사가 수행

되었으며, 제 2차 가족실태조사는 2010년 8월부터 10

월까지 전국 2,500개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족

원 4,754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세대관계, 일과 돌

봄 등 포괄적인 가족생활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는 이 중에서 기혼의 취업 중인 성인남녀 응답자 중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408명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과 직장 특성은 각각 아래의 Table 1,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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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

여부이다. 이용경험은 질문지에서 현재 직장에서 탄

력적 근무제도,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

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어느 한 가지라도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귀하는 이러한 제도를 실제 이용해본 적이 있습

니까?’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

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가족친화제도가 있

으나 실제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집단’과 ‘가족친화

제도가 있고 실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 등 두 

집단이다. 

2)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크게 개인특성변

수와 직장특성변수, 그리고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서 

성역할태도 및 직장분위기이다. 먼저, 개인특성변수

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소득, 맞벌이여부, 자녀수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성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연령은 만 나이

를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은 1, 고등학교 졸업은 2, 대학교 졸업이

상은 3으로 리코딩 하여 연속변수로써 분석에 투입하

였다. 가족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을 50만원 단위로 

서열화한 응답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는 1, 맞벌이가 아니면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

다. 자녀수는 아들과 딸을 합친 총 자녀수이다.

둘째, 직장특성변수는 직장유형, 직종, 근무시간, 

근무시간조절가능 정도, 주 5일제 등이다. 직장유형

은 공기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네 가지 집단으

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에 투입하였다. 이 때 비교기준

을 공기업집단으로 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근무시

간은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직

종은 관리ㆍ전문직, 사무직, 서비스ㆍ판매ㆍ기능 등

의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로짓분석을 위해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 때 비교기준은 관리ㆍ전문직 

집단이다. 근무시간조절가능정도는 ‘근무시간 조절

이 전혀 불가능하다’를 1로 하고 ‘매우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시간 조절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 주 5일제 시행여부는 주 5일제 시

행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셋째, 주관적 인식요인은 성역할태도와 직장분위

기이다. 성역할태도는 질문지 중 ‘성역할 및 여성취

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문항 중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의 

두 개의 문항을 합해서 활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강함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0이다. 

직장분위기는 질문지 중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까 두려움이 느낀 적이 있다’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

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일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조사대상의 특성 및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현황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

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실

제 이용여부, 즉 어떤 사람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실제

로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즉,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

하여 어떠한 개인적 특징과 가족특성, 직장특성을 가

진 사람들이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할 확률이 높은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IV. 결과 및 고찰

1.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

가족친화제도를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ㆍ양

육 및 교육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 종류별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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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았다. 먼저 가족친화제도별로 운영현황은 

Fig. 1과 같다. 네 가지 가족친화제도 중 가장 많이 

운영되는 제도는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배우

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었다. 두 번째로 운영이 많이 되

는 것은 근로자지원제도(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이 탄력근무제도(시차출퇴

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제 등), 마지막이 부양

가족지원제도(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순이었다. 우리 사회의 가족친화는 저출산문제와 더

불어 주목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족친화정책의 

많은 부분이 자녀출산을 돕는 보육지원에 집중된 것

이 사실이다(Lee & Lee 2011).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

로 선행연구들(Yoo 2007; Lee et al. 2008; Min 2010) 

역시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들 중에서 육

아휴직, 보육 등을 제외한 탄력근무제, 돌봄 관련 지

원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가족친화제도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을 포괄

하며 운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네 개의 영역 중 수

행 영역의 평균은 1.44개로 나타났다. 즉, 네 가지 가

족친화 영역 중 한 두 영역 정도에 국한되어 운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친화의 개념이 일과 가족

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보

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응

답자 중에서 실제 이용여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응답자 증에서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4%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

(80.6%)가 제도가 있음에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응답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4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전체 응답자 중 

13.0%를 차지한 ‘직장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

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위에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로 9.3%, 그 다음은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로 

6%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서 ‘직장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아서’와 ‘불

이익의 예상되어서’ 응답을 모두 직장 내 인식과 관

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조사대상자의 약 20%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직장 내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

기에 눈치 보이고 직장내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

라고 응답한 셈이다. 이것은 막상 가족친화제도를 사

용하기 꺼리게 만드는 직장 분위기가 존재함을 암시

하는 대목이다. 이와 유사하게 2012년 보건사회연구

원의 조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서 ‘직장문화 및 분위기 상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실제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직장 문화 때문에 저

조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왔다(Seoul 

new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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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과 관련 요인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데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모형에서의 

계수값은 실제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

는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즉, 계수값의 부호가 +이면 제도를 이용한 집단에 속

할 확률이 크며, 부호가 –이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큰 것이다.

분석 결과,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연령이었으며, 직장환경요인의 경우 직장규

모, 직종, 근무시간조절정도에 따라 이 두 집단이 구

분되었다. 그리고 성역할 태도와 직장불이익 인식 등 

주관적 요인은 모두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맞벌이, 자녀수, 가족소득 등 가

족관련 요인들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B=-.171) 즉,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좀 더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

래도 가족친화제도가 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등 출

산 및 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으며, 이

는 주로 자녀 양육기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좀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직장환경요인의 경우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

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짓는 요인은 

직장규모, 직종, 근무시간 조절가능성정도이었다. 직

장규모를 공공기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

하고, 공공기관을 기준변수로 두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중기업이었다. 즉, 다른 

직장과 달리 중기업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근로자들

에 비해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이 더 낮았다

(B=-1.072). 선행연구(Kim et al. 2007; Yoo & Choi 

2009; Min 2010; Moon & Choi 2010)에서 지적된 것처

럼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직장이 공기업이나 대기

업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또한 제도의 실제 

활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미흡

하다고 지적된바 있다(Kim et al. 2007; Yoo 2008). 본 

연구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직종의 경우 기준변수인 관리ㆍ전문직 종사자들

과 비교할 때 사무직 종사자(B=2.228), 그리고 서비스

ㆍ판매ㆍ기능직 종사자(B=2.066)들이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경험이 더 많

은 경향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

지느냐를 보여주는 직종은 조사대상자들에게서 가족

친화제도의 실제적 이용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다. 

선행연구(Budd & Mumford 2005)에 의하면, 가족

친화제도의 실제 활용은 직업 특성, 예를 들면 노조

유무, 여성근로자비율 등 직업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ㆍ전문직, 사무

직, 서비스ㆍ판매ㆍ기능직은 직장특성상 노조, 여성

근로자비율 등의 측면에서 각기 상이한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관리직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Kim et al. 2007). 이에 본 연구

에서 관리ㆍ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경험이 낮은 것은 아마도 이 직종의 여성근로자 비율

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ㆍ전문

직의 경우 직업특성상 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생긴 

경우 그 일을 대체할 만한 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관리ㆍ전문직이 사무직 

등 타 직종에 비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근무시간 조절의 경우 근무시간조절이 쉬울수록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501). 근무시간 조절이 어려운 경우 직장일과 가

족일을 병행하기 위해서 직장여건의 융통성을 발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

해서라도 가족일을 조화롭게 수행하려는 욕구가 더 

클 것이며. 이 때문에 근무시간조절이 어려울수록 오

히려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경험이 더 높은 결과

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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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se of any family-friendly programs

(vs. not use)

B(s.e.) Exp(B)

Sex(male=1) .366(.481) 1.442

Age -.171(.037)** .843

Education .261(.448) 1.298

Household income .143(.082) 1.153

Dual-income household (yes=1) .105(.432) 1.111

Number of children .576(.308) 1.779

Workplace type(RC=public sector)

Large enterprise -.107(.478) .899

Medium-sized enterprise -1.072(.439)* .342

Small enterprise .510(.567) 1.665

Occupation(RC=manegement/professional)

Clerical 2.228(.641)** 9.281

Service/sales/technical 2.066(.695)** 7.890

Normal weekly hours worked -.012(.024) .988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501(.219)* .606

Five-day work week(yes=1) .898(.501) 2.456

Fear of a negative evaluation -.730(274)** .482

Gender role attitude .722(315)* 2.058

-2LL(df) 248.507

    104.913***

1) *p<.05 **p<.01 ***p<.001 

2) RC: Reference category

Table 3.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predictors of the use of family-friendly programs in the workplace

또한 직장분위기 요인, 즉 가족일 때문에 직장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인식이 크면 클수

록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적었다

(B=-.730).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가족 상호성에 관

한 선행연구들(Clark 2000; Guest 2002; Song et al. 

2010)의 설명을 주목할 만하다. 직장 내 조직풍토, 상

사나 동료들의 인정과 정서적지지 등 직장 내 주관적

으로 인식하는 지원은 직장이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프로그램만큼 일-가족 양립으로 인한 갈등

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아무래도 가족일에 대

해 좀 더 우호적인 직장분위기에서 개인은 제도를 활

용하는데 덜 눈치가 보이고 제약을 덜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고 혜택을 활용함으로써 

일-가족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좀 더 적극적일 수 있

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직장

의 객관적 여건 못지않게 주관적 차원에서 직장 분위

기가 얼마나 가족친화적인지 개인이 인식하는 평가

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양성평등 가치관을 반영하는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두 집단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성역할 태도에서 좀 더 양성평등을 지향

할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더 많

았다(B=.722). 이와 유사하게 선행연구(Yoo 2010b)는 

양성평등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직장의 

영역에 여전히 남성중심적, 일중심적인 유교 가치관

이 강하게 남은 우리 사회에서 일-가족의 평등한 조

화를 전제로 하는 가족친화제도는 다소 낯선 것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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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때 양성평등의식은 직장과 가족의 삶에서 

남녀가 평등한 노동분담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힘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고 

이 제도를 보다 선뜻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의 실제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이용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

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저

출산ㆍ고령화의 심화, 양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등으

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일과 가족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제

도의 도입과 확산을 장려하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

나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별개로 개인이 실제

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가

의 측면으로 가족친화를 접근했을 때 그 이용률이 매

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하

는 이용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

가 나는지를 살핌으로써 제도의 실제 이용행동과 관

련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

로 대표성 있는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의 취업한 성인남녀 4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제도의 영역을 탄력근무제도, 출산

ㆍ양육 및 교육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

제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가족친화제도의 운

영이 얼마나 다양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직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영역의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알아

보았다. 탄력근무제, 출산ㆍ양육 및 교육제도, 부양가

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등 네 영역은 직장과 가

족이 상호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각 주제에 맞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나눈 것이다. 분

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가족친

화제도 영역은 이 네 가지 영역 중 평균 1.44개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

친화의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기

보다 한 두 개 영역에 국한되어 일부 프로그램에 한

정하여 운영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의 각 영역 중 어떤 영역이 가장 

많이 운영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출산ㆍ양육 및 교육 

영역의 운영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 영역의 프로그

램의 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 자녀교육지

원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ㆍ양육 관련 

영역이 주로 모성보호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들로서 

기업의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이

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한 이

행으로 인해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사

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여러 다

양한 가족친화영역 중 출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

영이 가장 활성화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여건이 반영

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한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

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가 운영 중인 응답자들 중, 

실제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9.4%뿐이었으며, 대다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07)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제도의 실제 활용률이 낮음

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필요하

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보았다. 하나는 가족친화제

도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서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필

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아직 사회 

전반의 공감과 인식 수준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제도 활용이 아직 미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도입된 가족친화제도의 종류가 매우 제한

적이므로 개별 근로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Budd & Mumford(2005)

는 제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모든 근로

자들에게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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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 우리 사회의 경우 역시 아무래도 가족친화제도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혜택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 연령층에 

국한될 것이고, 그 이외의 연령에게는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응답 이외에도 ‘제도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이나 ‘비우호적인 분위기’ 등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비중 있게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

인식과 기업문화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가족일 때문에 직장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휴직을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구별되는지를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장환경특성, 주관적 인식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

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은 주로 직장여건과 주관적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으로는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요인이었으며, 자녀수 등 가

족환경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았

다.

특히 직장환경은 두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영향

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직장규모, 

직종, 근로시간조절 가능성이었다. 즉, 중소기업에 비

해 공공기관 근로자일수록, 관리ㆍ전문직 보다는 사

무직, 서비스ㆍ판매ㆍ기능직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

간조절이 덜 융통적인 경우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었다.

선행연구(Kim et al. 2007; Yoo 2008; Yoo & Choi 

2009; Min 2010; Moon & Choi 2010)들은 직장 규모, 

직장의 노조 유무, 여성근로자 비율 등 직장의 외형

적 환경과 근로조건이 가족친화제도 도입 등 가족친

화 관련 복지기반을 얼마나 갖추는가에 영향을 미친

다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직

장특성과 직무특성은 개인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

는지의 이용행동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직장의 외적 환경과 근무특성 이외에도 직

장 내 분위기 등 근로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

장 내 가족친화 문화 역시 제도의 실제 이용행동에 

매우 중요하였다. 이미 선행연구들(Allen 2001; Swody 

& Powell 2007; Song et al. 2010)은 직장 내 가족일을 

인식하는 분위기,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가족일에 

대한 직장의 관심 등 직장이 얼마나 가족구성원으로

서 근로자들이 갖는 욕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

하고 우호적인가 등 주관적인 직장문화 역시 가족친

화의 활용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결국, 

본 연구결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

서 직장의 외적ㆍ주관적 요인 모두 중요하게 작용함

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단순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이에 직장이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받아들

이는 것만으로 가족친화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성역할 태도가 가

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행동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였다. 즉, 성역할 태도가 좀 더 양성평등적 일수록 

가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얼

마나 양성평등적인가는 일-가족의 노동분담에서 보

다 평등적 태도를 의미하고, 이것은 제도를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데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가족

친화제도의 활성화와 가족친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의 인식변화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시킨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차원에서의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경험에 직장 환경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규모, 직종, 근무탄력성 정도 등 직장의 외적 환

경 뿐 아니라 직장 내 분위기 등 주관적 직장문화 등 

포괄적 직장환경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정책의 활성화는 직장 내부의 문화까지 가족친

화에 우호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직장과 

가족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직장 내

부의 가족친화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이는 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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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구성원 전체의 삶

의 질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상생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을 의미한다.

둘째, 가족친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장환경

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활용의 차이를 주목하여 이를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반영함으로써 가족친화제

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 규모에 있어서 중소규모

의 직장은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에 비해 가족친화의 

여건과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등, 직장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다

층적 협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시간 

조절가능성 등 근무 조건 역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가족친화제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제도의 신설 못지않게 근무환경의 융통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영역의 가족친화제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가족친화가 일부 연

령층에 국한되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 것에 한

정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가족친화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돕고 이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기

업과 가족 모두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폭넓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됨을 감안한다면,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가족일에 참

여한다는 것은 전생애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서 향후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일부 연령대에서 벗어

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일과 가족의 조화를 돕는 다

양하고 폭넓은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의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차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투입변수

들의 선택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후속 연

구들은 개인, 가족, 직장 등 다층적 체계에서 가족친

화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객관적이고 주관적 변수들

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가족친

화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적 제안을 이끌어내려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별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적 활용실태와 관련요

인을 살피는 작업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연구방법의 

차원에서도 이들 다층적 변수들의 영향을 일직선상

에 두지 않고 복합적 관련성 속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느 한 시점이 아니

라 시간의 흐름 속에 종단적 관점에서 가족친화제도

의 활용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 연속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등 가족친

화관련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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