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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여성 고용은 국가 잠재 성장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49.5%로 

세계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2003년 49.0%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이 포함되고, 최근 5년간 보육예산이 2배가 넘게 증

가하는 등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 양육문제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여성 고용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여성의 취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하는 여성의 구체적인 육아 

대체 방식과 취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

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

녀수, 보육조력자 유무 등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형태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양육대체 형태는 조부모 등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개별보육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시설보육으

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여부와 이용시간, 총 육아대체시간에서 개별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업연속성

은 지난 조사당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람·새로운 일자리

로 이직한 사람·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각 변수와 

취업연속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 3차와 4차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고, 역(reverse)인과관계 가

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시차를 두어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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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개별보육 유무, 시설보육 유무는 취업연속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별보육 시간과 총 육아대체시간 중 

개별보육시간의 비중이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는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여, 시설보육 이용 

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개별보육 시간이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을 변수로 도입하여 돌

봄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이 일 가정 양립 정책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별보육의 도움 없이도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 관

행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개별보육의 필요성 자체가 개별보육

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 취업 연속성, 양육 형태, 양육 시간, 손자녀 양육, 보육

시설, 여성가족패널

학  번 : 2009-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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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

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2020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

어드는 상황에 직면(황수경 2012)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공급 상

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또한,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할 정도로 여성

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고급 인적자원

을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차원(강민지 2014)에서도 여성 고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하여,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최우선 목

표가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하고, 기존의 남성, 장시간 근

로, 제조업․대기업 중심의 고용창출시스템을 여성과 창조경제(서비

스업, 중소기업)로 이동시켜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을 정책

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2012년 53.5%

이던 여성 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8.4%p로 상승시킬 것을 

포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국가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인 62.6%에 비해 상당히 낮

은 수준(OECD 2013)이며, 2013년 여성 취업률은 49.5%로 10년 

전인 2003년의 여성취업률 49.0%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상

황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은 전형

적인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M자형 구조란 대학졸업

과 함께 20대 후반에 높아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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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육아 부담이 감소하는 40대에 약간 상승하고 50대에 은퇴하면서 

다시 낮아지는 구조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율의 주요 원인이 출산, 육아 경험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 출산과 관련된 경험이 필연적으로 여성고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여성 고용과 출산율이 

부(negative)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2006년 

OECD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유럽국가와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를 상회하는 동시

에 합계출산율 1.7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간

에 정(positive)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보육서비스 등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사회 정책

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홍승아 외 2010).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시행 초기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대상과 지원 비용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2009년 0∼5세를 아동을 둔 소득하위 50% 가

정에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2011년 소득하위 70%로 기준

을 완화했으며,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 전 계층에 보육료를 전

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 보육이 확대되었다. 정부의 보육 예산 

역시 2016년 총 5조 2,7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11년의 2조 

4800억원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정부 10대 핵심공약으로 수립하였으며,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천 확대와 맞춤

형 돌봄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정책의 화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들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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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자녀 양육문제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

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9, 이완정 2009, 조성은 외 

2009, 홍승아 외 2009). 또한, 과거에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최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더

욱 증가(문유경 2015)하고 있어 육아가 여성의 취업 유지에 여전

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이 여성의 취업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

은 여성이 취업을 지속할지를 고민하고 결심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

인 원인이며,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산과 육아가 무조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양육대체 

형태가 어떠한지 그 동학(dynamics)을 알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

다. 대부분의 연구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설명변수로 보육조력자 유

무에 한정하여 취업연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보육조력자 

유무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도 단순히 이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양육형태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

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 형태를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보육조력자 유무만을 분석한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통제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보육 요인을 양육 대체자 유무로 한정

하였던 기존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보육시설과 조

부모 등의 도움의 혼합형태 등 다양한 양육형태가 여성의 취업 연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보육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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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각각의 육아대체 방식이 취업연

속성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 대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취업연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동학(dynamics)를 이해

하는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지

원이 적절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

성 고용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산율 제고, 여성인력에 대한 평가 절하 문제에도 긍

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력단절 가능성이기 때문에(최성혁·오창섭 

2010) 경력단절 현상이 개선된다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또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 할 경우 고용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다(장지연·김지경 2001, 김난주 2014)는 점에서 여

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여성 고용의 질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

제 2 장  선 행 연 구 

제 1절. 기혼여성의 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기혼여성의 고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결

정을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견해와 비자발적 선택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오은진·이한나 2013). 취업여부 결정을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보는 견해는 미시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것

으로 G. S. Becker의 시간배분이론(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과 Mincer의 가계생산이론(theory of household 

production)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미시경제학적 노동공급모형이 시

장노동과 여가의 가치만을 비교하는 것과 달리 시간배분이론과 가

계생산이론은 가정에서 생산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모형에 포함하

였다. 즉,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여가

의 가치를 모두 비교하여 효용극대화를 하는 시간배분점을 선택한

다는 것이다(Becker 1965).

이 이론은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 기

본 전제이며, 이에 따라 과거에는 여성이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남성이 시장노동을 담당하는 성별 노동 분담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이에 따른 시장임금 상승은 여성의 시장노

동 가치를 상승시켰고, 가사노동 대체상품의 공급은 가사노동의 시

간가치 하락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여성은 효용을 극

대화하는 시간배분점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시장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Heckman·James J.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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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의 취업 중

단도 자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 자녀의 존재는 가사노

동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수가 많을

수록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즉 가사노동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기혼여성은 취업을 중단하게 된다(이진경·옥선화 2009).

두 번째 견해는 여성의 취업여부 결정을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이

론이 기본적으로 여성이 가계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

며 이 자체가 기혼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원인

에 의한 비자발적 결과라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 중단이 남성에 비

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여성이 갖는 독특한 생애주기현상에 기

인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로 사회학․여성학 분야에

서 꾸준히 젠더 문제를 설명하는 견해이다(오은진 2013). 

제 2절. 일하는 여성의 취업 연속성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노동공급 상황 개

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합계출산율 

1.15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2020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황수경 2012).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위협하는 요인이

며, 이러한 노동공급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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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자형 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 

유지는 그 자체로 여성 고용률 상승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경력 단절로 인한 여성 인력의 활용도 저하, 재취업 여성의 

고용의 질 저하 문제(장지연·김지경 2001, 김난주 2014) 등을 예

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경

력단절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 

연속성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성지미 외 2001, 김지경 

2004, 조윤영 2006, 한지수 외 2007, 정혜은 외 2008, 최형재 

2008, 이진경 옥선화 2009, 최성은 외 2009, 김정호 2013, 오은

진·이한나 2013, 문유경 2014, 이경진·배현숙 2015, 주재선 

2015 등). 

경력단절여성의 정의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1)’이며, 이러

한 정의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일자리’라는 특성과 경력단절의 

‘원인’이라는 특성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경력 단절, 취업 연속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일자리의 

특성과 자녀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연구와 

취업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일자리의 특징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초반 여성이 대부분 서비스

업과 제조업의 사무직 등에서 임금 근로자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1) 이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정의이고,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
법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하고 
있어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력단절은 기
혼여성이 경력개발 과정에서 육아 등으로 겪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단절상태를 의미(김영미, 2011)’하므로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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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주로 농림 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 고용 형태가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장지연·김지경 2001, 김난주 

2014). 또한, 여성의 취업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특성에 

대한 연구는 비정규직일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퇴출

이 더 심각함을 보여주었다(문유경 2014, 주재선 2015). 또한, 이

직경험, 직업수명에 대한 인식, 정년에 대한 인식이 경력단절의사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용주의 지지가 경력단절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여 고용주가 기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직장에서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 하여 조직 문화를 주요 

요인에 포함하였다(이경진·배현숙 2015). 

조은주(2014)는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임신･출산･양육 요인과 일자리 요인으

로 정규직여부, 근로시간, 임금, 4대 보험 등 배우자 요인으로 배우

자 소득,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결정

에 대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영역과 노동시장 영역을 접

합시키는 제도적 환경의 효과에 주목하여 분석하여 분석을 풍부하

게 하고 있다. 

자녀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서는 출산과 미취학 자녀의 육아 

등 개인의 생애사건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을 입증되고 있다. 이진경･옥선화(2009)는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을 연구하였으며, 첫 경력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

는 시간은 평균 29.6개월로 분석하고 있다 결혼 후 취업중단 요인

으로는 자녀 출산을 가장 유의한 변수로 보고있으며, 취업여성의 근

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

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오은진･이한나(2013)는 여성가족패널을 종단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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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5

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 명이상인 경우부터 취업에 애로점이 발

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경진·배현숙(2015)은 개인적 특성

으로 연령, 근무연수, 자녀수, 자녀연령, 월급여가 경력단절 의사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문유경(2014)은 결혼과 출산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입증하였다. 기존 연구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를 통하여 출산 이후 일을 그만 두는 사람만을 분석하였으나 출산

을 앞두고 일을 그만 둔 여성 근로자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

를 여성가족패널을 통해 결혼 및 출산과 경력단절의 시기적 일치정

도를 분석하여 결혼 및 출산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

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김정호(2013)는 연령,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등 외에 영유아 자

녀수와 6세 이상 자녀수를 구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 생활과 영유아 자녀의 존재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0-5세 자녀수, 6-18

세로 나누어 영유아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의 취업 연속성 문제는 우리나라

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여성의 취업 지속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

서 이하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일하는 여

성의 육아형태를 살펴보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와 관련된 변수가 취

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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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사회진출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 내 육아와 

돌봄 기능에 공백(childcare deficit)을 발생시킨다(하석철 2015). 

이는 육아 공백이 다른 대체수단으로 채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여

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OECD(2007)도 좋은 보육

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

가하고 있다. 즉, 일하는 여성의 육아대체 방식은 여성 고용을 논하

는데 있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여성이 어떻게 육아를 대체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하는 여성의 육아대체 수단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대일의 방식인지 집단적인

지에 따라 조부모·베이비시터 등을 통한 개별보육과 어린이집·유

치원 등을 이용하는 시설보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윤홍식 2010, 

홍승아 외 2010). 또는 육아대체 수단을 가정 내부에서 조달하는지 

외부에서 조달하는지를 기준으로 조부모·친인척·배우자를 내부 

도움으로, 베이비시터·보육시설을 외부 도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진우 2015).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

조사를 살펴볼 수 있다(서문희 외 2012). 보건복지부는 2012년 

3,34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시

설 이용률,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표 1>과 같이 보육기관을 이

용하고 있는 2,392명의 아동 중 맞벌이가정의 아동은 934명이었고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비

중이 외벌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동 연구는 일하지 않는 

여성을 포함하고 있어 일하는 여성이 보육시설 및 개별보육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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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두고 있는지 두 형태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등 

일하는 여성의 양육형태를 면밀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1> 맞벌이 여부와 보육기관 이용 특성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총계 (명)

전체 61.4 33.1 4.9 0.5 100 (2,392)

맞벌이 64.0 31.1 4.7 0.2 100 ( 934)

외벌이 59.6 34.5 5.3 0.7 100 (1,417)

둘다 무직 65.0 35.0 100 ( 41)

* 출처: 2012년 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재구성

 

홍승아 외(2010)는 연구대상을 서울·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부모로 한정하고,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사람과 개별보육을 이용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그 양육형태를 상세히 연구하였다. 우선, 보

육시설 이용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간 하루 평균 2시간 22분의 

격차가 나타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육아대체자의 추가적

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보육

만 이용하는 사람은 부모의 출근시간과 보육시간 간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개별보육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

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보육 이용자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사람의 비중이 

42.9%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에 비해 약 12.3%p 더 높

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이용시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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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여 양육형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시설보육 이

용자( 1,000명), 개별보육 이용자(200명), 방과후교육 이용자(400

명)를 임의할당 방식으로 추출하여 표본을 구성하여, 일하는 여성이 

어떤 양육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시설보육과 개별보육을 양분하고 있어 두 형태를 혼합

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보육기관의 증가와 보육비 지원 등 다방면

의 육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육

아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조부모 양육지원은 50.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 시행된 제2차 아동패널에 따르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모 중 조부모가 개별적으로 양육을 대신 맡아주는 사례가 전체

의 80.5%를 차지(이정림 외, 2010)하였고, 노성향(2010)의 연구

에 따르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47.2%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육아를 의탁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영아를 둔 취업

여성의 육아대체 수단으로 조부모의 도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을 밝혔다.  

조부모에 의한 아이 돌봄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중

국,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 외에 미국, 유럽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응급적인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충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에서는 돌봄을 대체

하는 집중적인(intensive) 손자녀 양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김지영 2015).

한국에서 조부모 돌봄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어린아이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육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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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시설과 같은 공적 기

관보다는 가족 구성원이나 육아도우미 등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

육하는 사적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승용·정미경 

2006). 둘째, 보육기관의 운영 시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취업여성들에게 이용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부터 저녁 늦게까지 보육하는 기관의 수가 적으며, 24시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등이 미비하다. 즉,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질과 시간적 유연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아동의 부모들

에게 가장 이상적인 돌봄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백선정 

외 2011, 이재림 2013). 

요약하면, 여성이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육아를 대체할 수단

이 필수적이며 이는 크게 시설보육과 개별보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

지만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부모의 근로시간 간에 격차가 크게 존재

하고 있어 보육시설이용과 개별보육이 혼합된 형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부모의 개별보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와 관련된 선행연

구는 대개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양분하고 있으며, 혼합된 형태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의 육

아대체 수단으로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여,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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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와 취업 연속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취업 연속성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요인이 여성의 취

업 지속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앞서 논의하였다. 즉,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육아와 관련된 문제

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학계에서도 여성의 취업연속성 

결정요인으로서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 육아대체와 관련된 변수로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포함하

는 경우이다. 조윤영(2006)은 보육료 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공급

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성은 외(2009)는 보

육료 지원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와 노동공급시간에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금은 여성

의 노동지원정책의 성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영선(2014)은 기존 연구가 정부 지원금 중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하고, 양육수당과 보육지원금을 

구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수당은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육료 지원

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에 미

치는 요인으로서 정부 정책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는 조부모 등 자녀보육 대행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있는 경우 또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지경(2004)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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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학력), 가계특성(자녀보육대행자 여부, 가구 소득), 출산 전 일

자리 특성(취업형태, 근로시간 형태, 직업, 근로소득, 근속년수 등)

이 출산 후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 분

석 결과 젊은 여성일수록 빠르게 취업을 하고 교육연수가 긴 집단

이 취업 연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로짓 분석 결과는 가구소

득과 일자리 특성이 취업상태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령과 자녀보육대행자의 유무는 취업상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보육대행자가 없는 가구가 74.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집단의 경우 

53.5%가 자녀보육대행자가 있어 자녀보육대행자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상태 유지에 중요변수임을 강조하였다. 

조부모의 동거 여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성지미 외(2001)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 동거상태, 부모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

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부모의 건강상

태에 관계없이 여성노부모와 동거하는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

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수 외(2007)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노부모의 동거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시간활동 내역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노부모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선(2014)

도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하여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여성의 취업유지

에 긍정적임을 밝혀내었다. 개인특성으로 연령·교육수준·임금, 가

계특성으로 가계소득·미취학 자녀수·부모와의 동거여부, 기타 요

인으로 거주지역 등을 설명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가계소득과 6세 

이하 자녀의 수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부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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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일하는 여

성은 가사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동거하는 부모가 

가사와 양육분담을 해주기 때문(정혜은 외 2008, 최형재 2008)으

로 보인다.   

김수정(2013)은 조부모의 양육 도움 여부 뿐 아니라 성역할 인

식까지 분석에 포함하여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 미취학 자녀가 있

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서 연령·교육수준, 배우자 요인으로서 배우자의 연령·교육수준·

취업 여부, 가구요인으로서 자녀수·주택소유 여부, 노부모 요인으

로서 노부모의 동거 및 양육도움 여부· 노부모의 성역할 인식 등

으로 세분화하였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많이 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거리가 멀수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은 일하는 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요인을 풍부하

게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또는 조부모의 도움

여부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최

효미(2014)는 보육 조력자 유무,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동시에 포함

하여 육아형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명변수로서 고용형

태를 미취업/비임금근로/임금근로(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연령, 학력, 가구소득, 영유아 자녀 유무, 보육조력자 유무,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조사에 포

함하기 시작한 제7차년도 노동패널부터 제13차년도 패널까지를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여

성은 임금근로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정규직 근

로를 하던 기혼여성은 정규직 유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보육조력자 유무와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정규직 근로와 비

임금 근로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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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관련 요인이 취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그 동안의 연구들이 대

부분 보육조력자 여부만을 분석한 것에 비해,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시설 이용과 개별

보육 도움이 혼합된 경우, 또는 각각에 의존하는 정도 등에 대한 분

석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설명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

하는 여성의 양육대체 형태가 어떠한지 그 동학(dynamics)을 알기

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보육조력자 유무에 한정

하여 취업연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보육조력자 유무와 

더불어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본 연구도 단순히 이용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는 일하

는 여성의 양육대체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령 보육시설에만 

보내는지 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 외 다른 도움을 받는지 등을 알

기 어려우며, 보육시설과 개별보육에 각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존하

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

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노동시장 요인 뿐 아니라 가족구조,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및 관계,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

을 갖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노동패널 

또는 복지 패널 등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성의 삶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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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주재선 외 2015). 따라서 노동 시

장 요인, 복지로서의 양육관련 변수 외에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

수가 분석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하여 자녀의 수, 조부

모의 돌봄 유무 등 단편적인 변수를 넘어서서 자녀 양육 형태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어려움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지 그 동

학(dynamics)을 설명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2007

년부터 구축되어온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는 여성의 관점에서 설계된 

조사로서 고용 여부, 일자리 특성 등 노동시장 요인 뿐 아니라 가족

구조, 양육 형태 등을 포괄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 

관한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라 여겨진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013년 경제활동실태조사(김난주 2014)에서 20대 30대 여성의 

40%이상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Cunha and Heckman(2007)은 같이 생애 초기로 갈수록 

교육투자수익이 높아진다면, 영유아기 모의 직접 양육을 시설양육 

등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여성의 경력단절 유인

이 클 것이라고 설명하여 자녀 양육이 여성 경력단절의 외국에서도 

여전히 주요 변수임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가 무조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3년 경제활동실태조사(김난주 2014)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 

양육”과 “취학자녀 교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여성 중 ‘자녀양육 또는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그만 

두지 않고 지속’ 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4%로 나타났

다. 또한, 1980년대 OECD 국가에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의 관계

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었으나, 2000년대 이후 정(+)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0)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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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도 취업을 지원하

는 다양한 사회 정책적 지원, 효과적인 육아대체 등이 이루어진다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육

아와 관련된 어떤 요인이 취업을 유지하는지 장애가 되는지 그 동

학(dynamics)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 육아형태를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보육

조력자 유무 등으로 세분화하되, 그 이용시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

하고 이러한 육아형태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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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절. 연구 가설 도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 연구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설명변수를 주로 자녀수·보육대행자 

유무에 한정하고 있어 양육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설명이 통제되지 못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노동패

널, 복지패널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동 패널은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 요인으로서, 개별보육 유무와 더불어 보육시설이용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여 각각이 통제된 상황에서 취업연속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보육 이용시간과 보육시

설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각각의 육아대체 방식이 취업연속성에 미

치는 영향의 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 대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취업연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동학(dynamics)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일하는 여성의 양육 대체 형태를 대표하는 시설

보육과 개별보육(윤홍식 2010, 홍승아 외 2010)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보육

은 여성이 취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 공백을 채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정부(공적영역)에서 제공되는 수단이며, 개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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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이 취업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빈번하게 보고

된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보육과 시설보육 이용여부

가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아 다음과 같은 기

본 가설을 수립하였다. 

H 1-1. 개별보육을 이용하여 육아를 대체하는 것은 여성의 취

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H 1-2. 시설보육을 이용하여 육아를 대체하는 것은 여성의 취

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가설은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이용시간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시간이라는 변수는 시설

보육 등을 이용하더라도 일하는 여성의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다면 

돌봄 공백 대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며, 시간 개념을 통해 각 육아대체 방식을 이용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각 방식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H 2-1. 개별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취업연속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H 2-2.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취업연속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에는 어린 자녀를 가정에

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

으며(김승용·정미경 2006, 윤홍식 2010), 보육기관의 운영 시간

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취업여성들에게 이용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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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점이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만 이용하기 보다는 조부모나 베이비

시터 등 개별보육의 도움을 같이 받는 경우에 육아를 보다 쉽게 대

체할 수 있고 취업 연속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 3. 총 돌봄 대체 시간 중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이 클수록 취

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양육형태가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으나 반대의 인과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윤홍식

(2010)은 기혼여셩의 연령, 자녀수, 교육 수준, 맞벌이 여부, 부모 

동거 여부,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임금/비임금근로), 근로시간 등이 

양육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와 반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집단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기

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부모 동거여부는 아동 양육형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시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자

원을 활용한 개별보육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

여부, 소득, 교육수준 등이 양육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하여 본 연구와 반대되는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양육형태가 취업 연속성에 영향을 

준다고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보인다. 첫째, 윤홍식(2010)의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는 기술통계 

분석과 다르게 나타나 취업여부, 조부모 동거여부, 가구소득이 양육

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

째, 다른 선행 연구들도 조부모의 조력 여부가 취업 여성의 일자리 

지속성(김지경 2004, 한지수 2007, 정혜은 외 2008, 최형재 

2008, 한영선 2014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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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향의 인과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셋째, 조부모의 고령, 

원거리 거주 등으로 조부모등의 도움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

기 때문에 양육형태가 취업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형태가 취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으

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윤홍식(2010)의 연구에

서 역(reverse) 인과관계의 가능성도 제시된 바, 본 연구에서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시차를 두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양 육 형 태

( t-1 )

→

취업 연속성

( t )

개별보육

일자리 지속
시설보육

개별보육

+ 시설보육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연령, 학력

미취학 자녀수

소득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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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을 활용

하여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의 육아형태가 노동시장에

서의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성가족패널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9,068개 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로 하고 

해당 가구 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 9,997명을 원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1차 웨이브 조사(2007년)와 2

차 웨이브 조사(2008년)는 1년 주기로 조사하였고 이후부터는 2년

마다 조사하여 3차 웨이브 조사(2010년), 4차 웨이브 조사(2012

년), 5차 웨이브 조사(2014년)를 완료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여타 패널 조사와 달리 

‘여성’에 초점을 맞춘 패널 조사로서 개인과 관련된 변수, 일자리

와 관련된 변수 외에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가령,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돌봐주는 사람이 친인

척 또는 베이비시터인지, 돌봐주는 시간과 비용은 어떠한지 등을 조

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지와 이용 시간과 비용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

족패널은 일하는 여성의 양육형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3차 웨이브 조사(2010년) 자료와 

4차 웨이브 조사(2012년)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2). 앞서 언

2) 5차 웨이브 조사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인 2016년 5월에 공개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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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바와 같이 취업 여부가 양육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3차년도 자료에서 설명변수인 

양육형태와 통제변수를, 4차년도 자료에서 종속변수인 취업 연속성 

변수를 추출하였다. 

분석대상은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 여성 중 

‘3차년도(2010년)에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돌

봄 대상인 자녀를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과 관련된 시간들이 여성 취업에 가장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한영선 2014). 기혼 여부는 중 

남편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별거, 이혼, 사별한 여성을 제외

하고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통제하였다. 종속변수가 여성의 취업연속성이

기 때문에 3차년도에 일자리가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추가적

으로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성의 취업이 돌봄 공백을 발

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일자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위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석대상은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

여성 1117명 중 3차년도(2010년)에 일자리가 있었던 325명이다.  

제 3절. 변수

1. 종속변수: 일하는 여성의 취업 연속성

 종속변수는 일하는 여성의 취업연속성 여부로 여성가족패널 데

이터 제4차년도 조사(2012년)의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에서 지

금도 일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기본적인 분류는 

출산 후 기존 일자리로 돌아오는 여성, 새로운 일자리로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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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비취업 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성으

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누었다. 위와 같은 분류는 출산 후 여성의 취

업상태의 변화를 유형화한 대표적인 연구인 Hakim(1996)의 연구

를 토대로 한다. Hakim은 1980년도 영국의 WES(Women and 

Employment Survey) 자료로 영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을 분석

하였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취업 상태를 연속적인 취업, 취업에서 

비취업, 신규 취업으로 유형화 하였다(김지경 2004). 

본 연구에서 취업의 연속성은 Hakim의 분류를 토대로 다시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형인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은 

Hakim의 분류와 동일하다.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에서 지속해서 일

하고 있는 사람(1), 지난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

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응답한 사람(2), 지난 일자리를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사람(3), 3개의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표 2>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의 정의

정의

취업 상태

변수값

‘10년 ‘12년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 ○ 1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 △* 2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 × 3

*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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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유형인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은 취업의 연속·불연속

성을 기준으로 한 유형이다. 지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1)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2) 두 집단으로 나누

었다. 이는 A유형에서 2, 3으로 분류된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

합한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더라도 기존 일자리에서 단절되

었는지 여부는 여성의 경력개발, 장기적인 승진 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장지연·김지경 2001, 김난주 2014 

등). 따라서 취업의 연속·불연속 여부만을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

였다. 

<표 3>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의 정의

정의

취업 상태

변수값

‘10년 ‘12년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 ○ 1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음

○ △*

2

○ ×

*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것을 의미

셋째,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은 일자리 유무에 초점을 맞춘 유형

이다. 지난 조사(2010년) 때와 지금(2012년) 모두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지난 조사 때는 일자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비취업 상태인 

사람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A유형에서 1, 2로 분류된 집단

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한 것이다. 경력단절이 있었더라도 현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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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을 아예 중단한 사람과 다를 수 있고, 또는 

유사직종으로 이직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람과 동

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의 정의

정의
취업 상태

변수값
‘10년 ‘12년

계속 일자리가 있음(이직 포함)
○ ○

1
○ △*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 × 2

*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것을 의미

2. 독립변수: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

독립변수는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로서 여성가족패널 데이터 제

3차년도 조사(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하는 여성이 근무시간 

동안 미취학 자녀 육아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는 선행연구와 같

이, 크게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으로 분류하였고(윤홍식 2010, 홍승

아 외 2010)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혼합형을 추가

하였다. 개별보육은 조부모, 베이비시터, 친인척 등이 가정에서 아이

를 돌봐주는 경우를 포함하며, 시설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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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직장보육시설, 선교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여

성가족패널에는 아이를 보내는 보육시설/사교육 항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외에 예체능 학원, 개인교습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조사

하고 있으나 학원, 개인교습 등은 일하는 엄마의 육아 공백을 대체

해 줄 수 있는 시설보육보다는 1∼2시간 단위의 사교육으로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개의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 1은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

부, 모델 2는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이용시간, 모델 3은 총 양육대

체 시간에서 개별보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설명변수이다. 

유의할 점은 모든 여성의 자녀수가 한 명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

라 두 명 또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있어 변수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각 변수를 조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모델 1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개별보육 또는 시설보육을 이용

하고 있다면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보육 또는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가령, 자녀가 두 명이고 그 중 한명

만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은 시설보육을 이용(1)한다고 분류하였

다. 

모델 2는 절대적인 이용시간을 측정하고 있어 자녀가 2명 이상

인 경우 변수 값이 24시간을 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소득 스케일3)을 준용하여 자녀 1에는 

1, 자녀 2에는 0.7, 자녀 3에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자녀가 있고 세 명이 모두 보육시설을 8시간 이용하

는 사람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값은 “ 8 + (8 × 0.7) + 

3)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OECD에서는 가구원에 가중치를 부여하
여 소득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OECD 소득 스케일이
라고 한다. 



- 30 -

(8 × 0.5) = 17.6”이 된다. 시설보육시간은 거의 모든 사람이 

보육시설을 주 5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하루 평균 이용시간’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개별보육시간은 (주당 돌봄이 있는 일수 

× 하루 평균 돌보는 시간 ÷ 5일)로 하여 하루 평균 돌봄시간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모델 3은 개별보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김승용·정미경 2006, 윤홍식 2010)에 착안하여 육아를 대체하는 

총 시간 중 개별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개별

보육 시간 및 시설보육 시간은 모델 2에서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5> 설명변수(X)의 정의 

정 의 측 정

모

델

1

개별보육 여부 0=없음, 1=있음

시설보육 여부 0=없음, 1=있음

모

델

2

개별보육 시간
자녀1관련 시간 + 자녀2관련 시간 * 0.7

+ 자녀3관련 시간 * 0.5

시설보육 시간
자녀1관련 시간 + 자녀2관련 시간 * 0.7

+ 자녀3관련 시간 * 0.5

모

델

3

개별보육시간의

비중

개별보육시간

(개별보육시간 + 시설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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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육아형태와 취업연속성 간의 관계를 살피는데 필요한 통제변수로

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연령, 학력, 소득, 자녀수를 선택하였다. 먼

저 연령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요소로 연령에 따라 채용가능성, 취업

욕구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은 고용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통제가 필요한 요인이다. 소득은 본인의 임

금과 가계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임금이 높아지면 

시장노동의 시간가치를 높여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여성의 시장노동 시간가치

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변수로서 남편 소득 대비 본인 임금의 비중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수는 가정노동의 시간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여

성의 취업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논의되어 왔으므

로 통제가 필요한 요인이다. 

제 4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가 취업연속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양육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이

용률,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이용시간과 더불어 각 유형별 육아형

태와 취업 연속성 형태를 교차분석한다. 여성가족패널은 미취학자녀

를 가진 일하는 여성의 육아형태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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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의 패널이나 그 동안 육아형태가 상세하게 분석되지 못한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육아형태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연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Model)과 이항로짓(Dichotomous 

Logit Mode)으로 분석한다.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는 여성(j=1),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돌

아오는 여성(j=2), 일자리 중단 후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비취

업상태로 머물러 있는 여성(j=3)으로 분류한다. 기존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여성(j=1)을 기준점으로 삼고 기준점에서 벗어날 확

률을 구하였다.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과 C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항로짓 모

형을 사용하였다.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의 종속변수는 일자리 지

속성을 기준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는 여성(j=1),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는 여성(j=2)이다.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은 계속 일자리가 있는 여성(j=1),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한 여성(j=2)으로 분류한다. 다항로짓 모델에서와 마찬가지

로 기존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여성을 기준점으로 삼고, 기준점

에서 벗어날 확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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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 석 결 과

제 1절. 기술통계 분석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 여성 

중 3차년도에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의 개인특성은 제3차년도 패널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며 <표 6>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표 6> 응답자 개인 특성

구 분 빈 도 (명) 비 중 (%)

연 령

20∼24 1 0.3

25∼29 24 7.4

30∼34 123 37.8

35∼39 135 41.5

40∼44 37 11.4

45∼49 5 1.5

교 육

수 준

중학교 졸 2 0.6

고등학교 졸 117 36.0

전문대 졸 88 27.1

대학교 졸 102 31.4

대학원 이상 16 4.9

미취학

자녀수

1 226 69.5

2 92 28.3

3 7 2.2

계 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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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분포는 23세부터 48세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35세이다. 

20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최

근의 만혼과 출산 연령 상승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교육연수는 14년으로 2년제 대학 졸업이 평균 교육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는 평균 1.3

명으로 대부분 1명의 자녀를 두고있었고, 약 30%의 여성만이 자녀

를 두 명 이상 기르고 있었다. 

 소득은 본인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 분포를 나누어 살펴보았고, 

<표 7>과 같다. 본인의 소득은 평균 162.9만원이었으나 분포는 최

저 5만원부터 최고 500만원으로 나타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약 10.4%,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약 36.3%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남

편의 소득은 평균 270.6만원이며, 월 3500만원 소득을 얻고 있는 

극단적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평균소득이 259만원으로 나타나 평균

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는 높았다. 소득 분포는 최저 

50만원에서 583만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중(5.0%)도 아내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또한, 남

편대비 아내의 소득비중은 평균 0.66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적

으로 소득이 44%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보다 소득이 적

은 사람은 236명으로 약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과 소득이 

같은 사람은 21명(7.2%) ,남편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5명(약 

12.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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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답자 소득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중(%)

본인

소득수준

∼50만원 33 10.4

51∼100만원 82 25.9

101∼150만원 73 23.0

151∼200만원 52 16.4

201∼250만원 31 9.8

251∼300만원 23 7.3

301만원∼ 23 7.3

남편

소득수준

∼100만원 15 5.0

101∼150만원 33 11.0

151∼200만원 61 20.3

201∼250만원 58 19.3

251∼300만원 71 23.6

301∼350만원 23 7.6

351∼400만원 20 6.6

401만원∼ 20 6.6

남편대비

소득비

∼0.5 129 44.2

0.6∼0.9 107 36.6

1.0 21 7.2

1.1∼1.5 26 8.9

1.6∼2.0 7 2.4

2.1∼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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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형태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미취학 자녀의 육아를 어떻게 대체

하고 있는지를 개별 보육과 시설보육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모델 1

에서 사용하는 개별보육과 시설보육 이용여부의 빈도를 분석한 결

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분석대상 325명 중 개별보육은 21.5%

인 7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보육은 92.9%인 302명이 이용하

고 있었다. 

 <표 8> 개별보육 및 시설보육 이용여부 

구 분 빈도(명) 비중(%)

개별보육

이용여부

예 70 21.5

아니오 255 78.5

시설보육

이용여부

예 302 92.9

아니오 23 7.1

총 계 325 100.0

 

육아형태를 개별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시설보육만 이용하는 경

우,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로 세분화한 분류는 

<표 9>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방식

(78.5%)으로 육아를 대체하고 있었다. 조부모, 친인척 등 개별적으

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비중은 약 21.5%로 나타

났는데, 개별보육에만 의존하는 경우(7.1%)보다는 보육시설을 이용

하면서 조부모 등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는 혼합형태(14.5%)가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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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육아형태의 구분

육 아 형 태 빈 도 (명) 비중 (%)

개별보육 + 시설보육 (1 유형) 47 14.5

개별보육 (2 유형) 23 7.1

시설보육 (3 유형) 255 78.5

총 계 325 100.0

개별보육 또는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은 아래 <표 10>과 같

다. 개별보육은 평균 6.4시간, 보육시설은 평균 8.5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보육 이용시간이 보육시설보다 약 2시간 짧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별보육은 이용시간의 제약이 크지 않아 장

시간 이용할 것으로 여겨지는데(홍승아 외 2010) 개별보육 시간이 

오히려 짧게 나타난 것은 특이점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보육을 이용

하는 사람 중 67.1%가 보육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의 개별보육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개별보육시간이 짧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0> 개별보육 및 시설보육 이용 시간

구 분 빈도(명) 평균 이용시간

개별보육

이용시간

예 70 6.4

아니오 255 0

시설보육

이용시간

예 302 8.5

아니오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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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육과 관련된 시간을 개별보육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11>과 같다. 개별보육만 이용하는 유

형은 평균 돌봄시간이 7.6시간,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경우는 평균 

8.6시간,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개별

보육시간이 5.9시간,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8.0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11> 육아형태별 평균 개별보육 및 보육시설 이용 시간

육 아 형 태
빈 도

(명)

개별보육

시간

시설보육

시간
총합

개별보육 + 시설보육 (1 유형) 47 5.9 8.0 13.9

개별보육 (2 유형) 23 7.6 - 7.6

시설보육 (3 유형) 255 - 8.6 8.6

총 계 325
 

 

모델 3에서 분석하는 변수인 육아를 대체하는 시간 중 개별보육

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보육시설에만 보내는 사

람은 0, 개별보육만 이용하는 사람은 1로 평균은 0.13이었으며, 개

별보육과 시설보육을 둘 다 이용하는 사람은 0.4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다. 

개별 혹은 시설보육 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자녀수를 반영하였

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돌봄 또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의 자녀수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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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육아형태별 미취학 자녀수의 분포

육 아 형 태
빈 도

(명)

미취학 자녀수(명, %)

1명 2명 3명

개별보육 + 시설보육 47 26(55.3) 19(40.4) 2(4.3)

개별보육 23 20(87.0) 3(13.0) -

시설보육 255 180(70.6) 70(27.5) 5(2.0)

총 계 325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개별보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21.5%로 나타나고 개별보육의 주체가 거의 조부모에 한정(88.0%)

된 점은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개별보육의 도움을 받는 경

우인 21.5%는 선행연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보육실태조사

(2012년)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조부모 양육지원은 50.5%이며, 

2차 아동패널(2009)에 따르면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모 중 

조부모가 개별적으로 양육을 대신 맡아주는 사례는 전체의 80.5%

를 차지(이정림 외 2010)하였다. 연구자의 주변에도 개별보육의 도

움을 받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

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원인으로 조부모가 양육을 도

와주는 사례 중 상당수가 분석과정에서 탈락되었을 가능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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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패널 조사시 미취학 자녀의 조모가 직접 조

사의 응답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보고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응답자가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는 조모의 

취업연속성은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로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사례 중 일부는 배제되어 본 연구에서

는 개별 돌봄이 실제보다 과소 측정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개별보육의 주체로 조부모가 약 8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최근 베이비시터, 하원도우미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부모의 고령, 원거리 거주 등으

로 조부모등의 개별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베

이비시터의 비중이 굉장히 작게 나타난 것은 표본의 특이점으로 보

인다. 

 <표 13> 개별보육 주체의 분포

빈 도 (명) 비 중 (%)

할머니·외할머니 61 87

할 아 버 지 1 1

친 인 척 1 1

베 이 비 시 터 6 9

이 웃 1 1

총 계 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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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하는 여성의 취업 연속성

일하는 여성의 취업연속성은 <표 14>와 같다. 일자리 지속여부

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A유형은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에서 

지속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201명, 지난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응답한 사람 68명, 

지난 일자리를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사람 56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은 지난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 201명, 지난 일자리에서 단절을 겪은 사람 124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 269

명, 일자리가 있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사람은 56명으로 

나타났다. 

 <표 14> 일자리 지속 여부 유형별 빈도 분석

일자리 지속 여부 (명, (%))

A유형 B유형 C유형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01

(61.8)

201

(61.8)
269

(82.8)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68

(20.9)
124

(38.2)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56

(17.2)

56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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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패널을 이용한 연구로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대체 형태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 따라서 취업 연속성 유형과 육

아형태를 결합하여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

와 같다. 취업연속성 형태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육시설만 보

내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보육시설에만 

보내는 경우의 비중은 일을 그만 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보다는 지난 일자리에 지속하는 사람일

수록 낮아진다. 즉, 일자리를 지속하는 사람일수록 개별보육의 도움

을 받거나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도움을 동시에 받는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일자리 지속 여부와 육아형태

일자리 지속 여부

육 아 형 태 (명, (%))

개별보육
+

시설보육
개별보육 보육시설

빈도

(명)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01

35

(17.4)

20

(10)

146

(72.6)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68

7

(10.3)

2

(2.9)
59 (86.8)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56

5

(8.9)

1

(1.8)
50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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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1. 모델 1의 분석결과

육아형태가 취업연속성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개별보육 

이용여부, 보육시설 이용여부가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지속여부를 A, B, C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대해 개별보육과 보육시설 이용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대하여는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지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1)을 기준점으로 개별보육 및 시설보육 이용여부에 따라 

지난 일자리에서 이탈하여 새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 비경제활동인

구가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일자리에 변동이 없이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상

태(1-p)가 기준점이므로 EXP(β)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변동이 있었는지(p)를 나타내는 백분율 변화를 뜻한다. 

즉, EXP(β)가 1보다 클수록 일자리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

아지며, 1보다 작을수록 일자리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존 일자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남편대비 아내의 소득비이다.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은 취업

연속성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편

대비 소득비 수준의 EXP(β)가 각 0.239와 0.171로 나타나 남편

대비 소득비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여 

새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약 76% 낮아지고, 기존 일자리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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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경력단절여성이 될 가능성이 약 8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이 높을 때 일자리를 

지속하고,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이 낮을 때 일자리를 중단할 가능성

이 높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16> 개별보육, 시설보육이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 델 1

A유형 1)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37 .040 .964 -.094 .045 .910

교육년수 -.090 .083 .914 -.120 .093 .887

남편대비

소득비
-1.432*** .480 .239 -1.765*** .555 .171

미취학

자녀수
-.116 .301 .890 -.668* .369 .513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여부
-.416 .472 .659 -.526 .541 .591

보육시설

여부
.789 .873 2.201 1.410 1.162 4.095

상수 1.904 2.091 - 4.438* 2.438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N = 292, -2 Log likelihood =　502.761

2)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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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과 C유형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B유형은 기존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지난 일자리에서 이탈할 확

률을, C유형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경력단절이 

될 확률을 분석하였다.  

<표 17> 개별보육, 시설보육이 일자리 지속여부 B, C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B 유형 1) C 유형 2)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음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61* .033 .941 -.084** .043 .920

교육년수 -.102 .070 .903 -.094 .090 .910

남편대비

소득비
-1.570*** .401 .208 -1.376*** .530 .253

미취학

자녀수
-.339 .261 .713 -.642* .357 .526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여부
-.464 .390 .629 -.412 .529 .662

보육시설

여부
1.030 .733 2.800 1.276 1.152 3.581

상수 3.666** 1.761 3.181 2.358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기준점: 계속 일을 하고 있음

3) N = 292, -2 Log likelihood =　349.798 / 247.299

4)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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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과 C유형에 대해서는 남편대비 소득비 변

수와 더불어 연령변수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편대비 소득비 수

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약 79% 

낮아지고, 일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여성이 될 가능성은 약 75%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

서 이탈할 가능성이 약 6% 낮아지고, 경력단절 여성이 될 가능성은 

약 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는 연령변수와 관

련하여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때 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경력은 일반적으로 취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

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력을 통제변수

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설명변수인 육아형태와 관련하여, 개별보육 변수는 음(-)의 관

계를, 보육시설 변수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개별보육이 

있는 경우 기존 직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육시설은 그

렇지 않다는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변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육아형태로서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이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별보육 유·무, 보육시설 유·무는 이산형 변수로서 변수

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개별보육시간과 보육시설 이용시

간이라는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모델 2를 검증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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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2의 분석결과

모델 2는 개별보육 시간과 시설보육 시간이 취업연속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개별보육, 시설보육 이용시간이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 델 2

A 유형 1)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37 .040 .964 -.079* .044 .924

교육년수 -.103 .083 .902 -.139 .092 .870

남편대비

소득비
-1.364*** .487 .256 -1.877*** .565 .153

미취학

자녀수
.204 .367 1.227 -.606 .459 .546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시간
-.124* .070 .884 -.044 .068 .957

보육시설

시간
-.062 .058 .940 .004 .067 1.004

상수 2.883 2.021 - 5.419** 2.249 -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N = 292, -2 Log likelihood =　505.995

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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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보육시간이 종전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1->2)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

별보육 시간의 EXP(β)는 0.884로 나타나 개별보육 시간이 한 시

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새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

성이 약 12% 낮아지고, 기존 일자리에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델 1에서 개별보육 유무와 보육시설 유무는 이산형 변수로서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속변수인 시간 변수로 분석한 

결과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대해 응답자 특성 중 유의미하게 나타

난 변수는 남편대비 소득비와 연령이다.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은 모

델 1과 동일하게 취업연속성에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 변수는 기존 일자리를 그만

두고 경력단절 여성이 될 가능성을 보는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

났고, β가 음(-)이며 EXP(β)가 0.924로 나타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일자리를 그만두고 경력단절 될 가능성이 약 8% 낮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과 같이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력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과 C유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쪽의 <표 

19>와 같다. 개별보육시간은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에서 종전일자

리를 이탈하는지 여부에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EXP(β)는 0.917로 나타나 개별보육시간이 한 시간 증가할 때 

기존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8% 감소, 즉 개별보육 시간 증가

가 기존 일자리 지속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유형에

서 개별보육시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9 -

<표 19> 개별보육, 시설보육 이용시간이 

일자리 지속여부 B, C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델 2

B 유형 1) C 유형 2)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음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56* .033 .946 -.069* .042 .933

교육년수 -.120* .069 .887 -.110 .089 .896

남편대비

소득비

-1.579**

*
.407 .206 -1.526*** .542 .217

미취학

자녀수
-.122 .319 .885 -.677 .445 .508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시간
-.087* .053 .917 -.016 .065 .985

보육시설

시간
-.035 .049 .966 .021 .064 1.021

상수 4.691*** 1.687 4.032* 2.158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기준점: 계속 일을 하고 있음

3) N = 292, -2 Log likelihood =　355.383 / 253.307

4)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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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3의 분석결과

모델 3은 총 육아대체시간 중에 개별보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보육시간

의 비중은 일자리 지속 여부 A유형과 B유형에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고, C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이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 델 3

A 유형 1)

일자리 중단 후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38 .040 .963 -.093** .044 .911

교육년수 -.090 .083 .914 -.124 .093 .884

남편대비

소득비
-1.418*** .479 .242 -1.767*** .555 .171

미취학

자녀수
-.105 .298 .900 -.640* .365 .527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

-1.190* .688 .304 -1.444* .789 .236

상수 2.720 1.980 5.793*** 2.244 1.004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N = 292, -2 Log likelihood =　502.761

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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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0>과 같다. 개

별보육시간의 비중은 종전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 일자리에 가는 경

우와 종전 일자리를 그만두고 경력단절여성이 되는데 있어 모두 유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β가 음(-)으로 나타나고 EXP(β)는 각 

0.304와 0.236으로 나타나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새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약 

70% 낮아지고,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해 경력단절여성이 될 확률이 

약 86% 낮아지는 것이다.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과 C유형의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

다. B유형의 경우 개별보육시간의 비중은 종전일자리를 이탈하는지 

여부에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β)는 

0.273으로 나타나 개별보육시간 비중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일

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

다. 

응답자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남편대비 

소득비와 연령, 미취학 자녀수이다.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은 모델 

1, 모델 2와 동일하게 취업연속성에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대비 소득비 수준이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

하여 새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고 경력단절여

성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고 있다.

연령 변수도 모델 1, 모델2와 동일하게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기존 일자리에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력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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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이 

일자리 지속여부 B, C유형에 미치는 영향

모델 3

B 유형 1) C 유형 2)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지속하지 않음

일자리 중단 후 비취업

(노동시장 이탈)

β S.E EXP(β) β S.E EXP(β)

응

답

자

특

성

연령 -.061* .033 .941 -.082* .042 .922

교육년수 -.104 .069 .901 -.097 .090 .907

남편대비

소득비
-1.563*** .401 .210 -1.379*** .531 .252

미취학

자녀수
-.321 .258 .725 -.615* .353 .541

육

아

형

태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

-1.297** .555 .273 -1.178 .775 .308

상수 4.698*** 1.671 4.392*** 2.150

주: 1) 기준점: 기존 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속

2) 기준점: 계속 일자리가 있음

3) N = 292, -2 Log likelihood =　349.778 / 248.230

4) *. p < 0.1, **. p < 0.05, ***. p < 0.01

미취학 자녀는 모델 3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에서 기존 일자리를 잃고 경력단절여성이 되

는 경우와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β

가 음(-)으로 나타나고 EXP(β)는 각 0.527과 0.541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할 때 경력단절여성이 될 가능성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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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미취학 자녀가 증가하면 여성이 일자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 미취학 자녀수의 경우 대다수의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결과

가 모형의 설명력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았고,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3차년도에 일자리가 있던 여성들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미 자녀수가 적은 집단으로 표본이 추출 

되었을 가능성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차

년도에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의 평균 자녀수를 살펴 

본 결과(<표 22>) 3차년도에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의 평균 자녀수

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2> 기존 일자리 유무와 자녀수 비교

자녀수 빈도 (명) 비중(%) 평균 자녀수(명)

기존(2010년)에

일자리가

있었던 여성

1 226 69.5

1.33

2 92 28.3

3 7 2.2

합 계 325 100.0

기존(2010년)에

일자리가

없었던 여성

1 460 58.1

1.46

2 303 38.3

3 29 3.7

합 계 792 100.0



- 54 -

또한, 종속변수를 기존에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으

로 하여 이항로짓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23>과 같다. 이 모

형에서는 기준점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1-p)이므로 EXP(β)는 x

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될 확률(p)을 나타낸

다. 미취학 자녀수 변수는 β가 양(+)의 부호를 띄고 EXP(β)는 

2.325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

람이 될 가능성이 13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미 일자리로 인한 

자녀 감소 효과가 반영된 집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 결

과와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분석모형의 설명력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표 23> 육아형태가 일자리 유무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가 없음 1)

β S.E EXP(β)

응답자

특성

연령 .003 .019 1.003

교육년수 -.123*** .039 .884

미취학

자녀수
.844*** .146 2.325

육아

형태

개별보육

여부
-2.235*** .253 .107

보육시설

여부
-2.081*** .277 .125

상수 3.388 .913

주: 1) 기준점: 일자리가 있음

2) N = 1116, -2 Log likelihood =　538.144

3)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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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능성은 자녀수가 적은 사람이 실제로 추가 출산 가능

성 등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다. 문유경(2015)은 경

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함에 있어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경우보다 2명 

이상인 경우에 비정규직 보다 정규직으로 재취업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1명일 경우 추가로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의 연령이 낮아 시간제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미 자녀 

출산을 다 마친 사람이 취업을 지속하고 있고 자녀수가 적은 사람

은 추가 출산 가능성 등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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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요약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델 1에서 개별보육 유무, 시설보육 유무

는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델 2에서 개

별보육 시간이 일자리 지속 여부 A와 B유형에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모델 3에서 개별보육시간의 비중 역시 일자리 지속여부의 A와 

B유형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지속 여부 C유형에 대

하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

대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일자리 지속여부

A

유형

B

유형

C

유형

H 1-1

개별보육을 이용하여 육아를 대

체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연속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각 기각 기각

H 1-2

시설보육을 이용하여 육아를 대

체하는 것은 여성의 취업연속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각 기각 기각

H 2-1.

개별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취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채택 기각

H 2-2.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

수록 취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기각 기각 기각

H 3.

총 돌봄 대체 시간 중 개별보육

시간의 비중이 클수록 취업연속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택 채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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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여성 고용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이며 보육정책이 지속적

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

지 않고 있다. 일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 양육의 문제를 일과 가

정의 양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9, 이완정 2009 등).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자녀 양육이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가 보육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되어 분석을 실

시하고 있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설명이 어려우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통제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보육조력자가 있는지와 보육시

설 이용 여부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이용 여

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여성의 양육대체 형태가 어떠한지 그 

동학(dynamics)을 알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복지패널과 노동패널을 이용한 것에 기인한다. 상기 패

널은 여성의 삶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양

육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풍부한 분석이 이루어지

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녀 양육 요인으로서, 개별보육 유무와 더불어 보육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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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여 각각이 통제된 상황에서 취업연속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개별보육 이용시간과 보육시

설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각각의 육아대체 방식이 취업연속성에 미

치는 영향의 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 대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취업연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동학(dynamics)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 개별보육과 시설보육의 유무, 모델 2에서 개별보육 시

간 및 보육시설 시간, 모델 3에서 개별보육시간이 총 육아대체시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여 각 변수가 취업연속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취업연속성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

여, 일자리 지속여부 A유형은 지난 조사당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

하는 사람·새로운 일자리로 이직한 사람·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으

로 분류하였고, 일자리 지속여부 B유형은 취업의 단절 혹은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지난 일자리에서 일을 지속하는 사람·지난 일자

리를 그만 둔 사람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일자리 지속여부 C

유형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직 여부와 무관히 현

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을 그만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1에서 개별보육 유무, 시설보육 유무는 취업연

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델 2에서 개별보육 시

간이 일자리 지속 여부 A와 B유형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자리 

지속여부 C유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으며, 시설보육여부는 일자리 지속여부 모든 유형에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3에서는 개별보육시간의 비중이 

일자리 지속여부의 A와 B유형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일자리 지

속여부 C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시

설보육 이용 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개별보육 변수가 유의미하

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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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조부모 등이 육아를 도와주는 시간이 길수

록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개별보육의 이용 비중보다 높게 나타

났지만,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보육에서 유의미하게 나왔

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가

정에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 보육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김승용·정미경 2006),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이 시간적 유연

성과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질 등으로 아동의 부모들에게 가장 이

상적인 돌봄의 형태로 인식(백선정 외 2011, 이재림 2013)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첫 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미취학 자녀의 

양육지원에 있어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조부모의 양육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대

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심리적 상담 등을 통해 양육으로 인해 소진되

지 않도록 지원하거나(박효진·박소연 2013), 취업부모가 개별 양

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돌보미 정책을 강화

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양육지원이 부모세대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조부모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

인 가족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노

상경 2006)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별보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 존재

한다는 점과 돌봄 노동을 조부모 세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대안이다. 우선, 개별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개별보육

의 필요성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지속하기 어려운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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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개별보육 방식으로 조부모의 도움이 가장 선

호되고 있으나, 조부모가 고령이시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등의 이유

로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이 존재한다. 아

울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박효진·박소영 2013)에 따르면, 조모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

는 경우, 조모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리적 거리가 있는 경우, 조

모의 성역할 인식이 남녀 불평등한 경우에 일하는 여성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어 개별보육을 원하더라도 선택하

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방식 

또한 비용 문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구인 문제 등으로 일하는 

여성에게 쉽지 않은 접근 대상이다. 즉, 개별보육의 도움이 취업연

속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수록 개별보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성

은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돌봄 노동을 조부모 세대에게 전가하는 문제는 우리 사

회에 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도 한계가 있다. 김지영(2015)에 따르면, 현 세대는 돌봄 노동

을 조부모 세대 전가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는 있

지만 취업 부부가 돌봄에서 분리되고 돌봄 경험을 토대로 한 돌봄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취업부부는 돌봄을 최

소화하며 시장노동을 지속함에 따라 돌봄이 분리된 현재의 노동시

장에 돌봄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이 가정 친화적인 가치

를 받아들이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개별보육의 도움 없이도 아이

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

경 조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공적 보육시설 및 인력의 확대,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형 

보육기관의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 24시간 운영하는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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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확대 등을 논의해 왔다(김교성·김경희 2003, 서문희 

2008, 박효진·박소연 2013 등). 

하지만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이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행태

에 주목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로서 개별보육은 시설보육을 완전히 대체 하는 

전일제 형식보다, 시설보육을 보완하는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보육기관에 아이를 장시간 동안 맡기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김승용·정미경 2006 등) 부모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조부모 

등의 개별보육을 보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선호하는 엄마의 심리와 

행태에 주목한다면, 24시간 보육시설 등이 일하는 여성의 취업 연

속성을 위한 온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4).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장시간동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이용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회사가 늦게 끝나거

나 빨리 시작하는 문제, 야간근무가 잦은 문제 등이 지적되어 부모

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 이용시간 간의 시간 격차가 가장 큰 애

로사항이라고 나타났다(홍승아 외 2009). 또한 근로시간이 중요한 

취업중단 사유(조은주 2014)이며,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율이 낮은 것은 가사와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이 강도 높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적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조혜선 2002). 따라서 부모가 아이

를 보육시설에 보내면서도 퇴근 후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최

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일자리 지속 여부 A유

형과 B유형은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만 C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4) 교대 근무자 등을 위해 24시간 형 보육기관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일
반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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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유형과 C유형의 차이는 B

유형은 지난 일자리에서의 이탈 여부가 분류의 기준이 되고, C유형

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이

는 집단의 유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보다 

지금 일자리가 있더라도 기존 일자리에서 이탈한 적이 있는지의 여

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요인인 육아형태를 구체적

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여성의 경

력단절 예방이 그 자체로 여성 고용률 상승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 고용의 질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경력단절 가능성(최

성혁·오창섭 2010)을 해소함으로서 저출산 문제에도 기여하는 긍

정적 외부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최우선 

목표로 하는 여타 정책의 첫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

가 있다. 

 

제 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여성의 취업연속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육아요인이 주변적인 변수로 있었으나 이를 중심으로 끌

어들였다는 점이다. 여성의 취업연속성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육아와 관련된 변수이므로 이에 대한 동학을 자세

히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취업 여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여성의 취업연속성에 개별보육의 도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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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

이지만, 시설보육 이용 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개별보육 변수가 

유의미하다는 것과 개별보육 시간을 변수로 도입하여 돌봄의 유무 

뿐 아니라 돌봄의 강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마지

막으로 총 돌봄 대체시간 중 개별보육의 시간 비중을 분석에 포함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보육의 비중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이 유의미함을 밝혔고 개별보육과 시설보육간의 차이를 규명해 내

었다. 일반적으로 시설보육을 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연속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보육시간의 비중이

라는 점이다. 

하지만 육아와 관련된 변수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첫 시도로서 

다른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육아와 관

련된 요인은 육아형태 외에도 육아를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 조부모

와 베이비시터간의 차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 등

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아기 자녀는 돌봄 노동이 극대화되어 필

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유무, 기간 등도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취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풍부하게 분석되길 기

대해 본다. 

두 번째로, 분석자료의 한계도 있었다. 앞서 기술통계분석 결과에

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개별보육을 이용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는 여성가족패널 조사시 미취학 자녀의 조모

가 직접 조사의 응답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

는 조사의 응답자가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할

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사례 중 일부가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보육의 주체로 조부모가 약88.0%를 차지하고 있어 베이

비시터, 하원도우미 등의 돌봄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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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양육형태와 취업연속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간의 시차를 두어 방식

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지

만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에 따라 일자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 별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

했다. 향후 조사 웨이브를 확대하고 최근에 공개된 5차년도 자료 등

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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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the lowest women employment rate among 

OECD countries, which is a serious issue given its high 

relevance with potential growth rate. Despite the 

government’s continued policy efforts towards improving 

work and life balance in an attempt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child-birth and child-rearing 

remain to be the main reasons for women to rethink their 

career paths.

Grandparents or daycare center, reaching out for 

substitute childcare is a prerequisite for a mother to work, 

and it is an essential factor for career retention. Yet, such 

factor has not been considered seriously enough in previous 

studies. Previous studies have limited their examinations to 



- 72 -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existence of substitute 

childcare other than a nursery facility, in relation to child 

rearing. This implies that the determinants of career 

retention with respect to child-care need to be examined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substitute childcare and a mother’s job 

retention.  Childcare by one person, such as grandmother, 

was considered as a type of personal childcare support and 

using daycare centers was considered as a type of nursery 

facility. This analysis focused on the presence of each type 

of childcare, hours spent, and the ratio of personal childcare 

time in total substitution.

Job reten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classified in 3 

groups: i) who retains her existing job, ii) who finds a new 

job, and iii) who resigns for good.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f the factors, a logi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KLoWF) in 2010 and 2012. The 

results were examined with time difference to eliminate 

reverse causality.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job retention and personal 

childcare time, especially with the ratio of the personal 

childcare time. The usage of personal care or facility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It is important that this research 

controlled the effect of childcare facility whereas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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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did not, and has made progress in exploring the 

effect of time, which translates into the intensity of childcare 

supports.

The study implies a social implication that policies toward 

improving work-life balance should extend their coverage to 

personal childcare support as well. Ultimately, in a society 

where overtime work is the norm, “less” work hours 

which allow employed parents care for their children without 

personal supports, is necessary. The need for personal 

childcare itself, which option is unavailable for some, is what 

causes a discriminative factor in the labor market.

keywords : job continuity, childcare substitute type, childcare 

substitute time, grandparent’s caregiving, 

nursery facilities, KLo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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