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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요구되고 여성에게 주어진 생물학

적 특성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역할도 주어진다.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들에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그 중 모성이

라는 이름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자주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

학자 Skocpol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남성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이 강하므로 정책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kocpol, 1992).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

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마

련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리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비용은 상당부분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

기에 다소간의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는 기업으

로 하여금 여성을 비용으로 인식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모

성을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여성인력을 꺼려하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조직의 행태 그 중 실제 조직 내 여성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

이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긍정적인 관점과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단년

도에 나타나는 모성보호제도와 성과 또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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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모성보호제도에 의해 조직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 중

2009년과 2011년의 시차를 가진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은 여성

인력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이 잘 될

수록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모성보호제도를 도입 또는 활용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안심하고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성

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 수준에 따른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신규

여성인력 채용 비율 변화에 있어서는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비율이 감소한 그룹이 여성인력

비율이 증가한 그룹보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더 높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높을

수록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도 높아지고 여성인력 비율도 높아지지

만 왜 그 비율은 과거 대비 감소하였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하여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당연할 수 있으나 제도의 운영상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간과할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력단

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자칫 기존보다 일정부분 여성인력 채용에 소극적

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성의 보호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출산과 육아를 통

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

와 관련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 iii -

는 사용자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본인, 그리고 동료들이 부담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인력

의 활용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부담할 수 있어야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에 따르는 비

용 부담을 덜고 여성도 더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모성보호제도, 공공재, 여성비중, 여성신규채용, 조직행태, 디

커플링

학 번 : 2014-23631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7

제 1 절 이론적 배경 ····································································· 7

1. 합리적 선택론의 신제도주의 ························································ 7

2. 인적자원의 다양성 관리와 모성보호제도 ·································· 10

3. 모성보호제도 ····················································································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6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성과 ························································ 16

2. 모성보호제도의 영향 ······································································ 18

제 3 장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21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21

1.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 비중에 대한 가설 ···························· 21

2.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 비중 변화에 대한 가설 ·················· 23



- v -

제 2 절 연구 설계 ·········································································25

1. 분석 자료 ·························································································· 25

2. 변수의 선정 ······················································································ 26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8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 방법 ······································30

1. 연구의 분석틀 ·················································································· 30

2. 분석방법 ···························································································· 30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2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32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39

제 3 절 회귀 분석 ·······································································41

제 4 절 독립표본 T-검정 ·························································54

제 5 장 결론 ······································································6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8



- vi -

< 표 목차 >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모성보호제도의 분류 ·························· 13

<표 2-2> 출산 및 육아휴직 사업장 영향도 평가 ························ 20

<표 3-1>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8

<표 4-1>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 32

<표 4-2> 분석 표본의 기본적 특성 ················································ 34

<표 4-3> 모성보호제도 각 항목별 도입 정도 ······························ 35

<표 4-4> 여성인력 비중 ···································································· 36

<표 4-5> 여성인력의 비중 변화 ······················································ 38

<표 4-6>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40

<표 4-7>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43

<표 4-8>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45

<표 4-9>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47

<표 4-10>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49



- vii -

<표 4-1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율 변화의

회귀분석 결과 ······················································································ 51

<표 4-1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율 변화의

회귀분석 결과 ······················································································ 53

<표 4-13> 기업분류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 비교 결과 ········ 56

<표 4-14>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여성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 도입과 활용수준 평균 비교 ······················································ 59

<표 4-15> 공공부문의 신규채용 여성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

제도 도입과 활용수준 평균 비교 ······················································ 60



- viii -

< 그림 목차 >

<그림 2-1> 제도분석틀 ······································································ 9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 30



- 1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은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은 증

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3년 고용노동백

서에 따르면 1963년 37%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3년 41.5%

로 40%대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9.9%를 기록하

였다.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대기업의 임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에도 여성이 발탁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인사혁신

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남성공무원 보다 많

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사

회․조직문제를 차치하고 여성이 갖는 모성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여성은 조직 몰입에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쉽사리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여성 고유의 여성성으로 인해 여성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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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조직문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

절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들이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모성을 보

호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우수 여성인력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활용을 위하

여 한 발 앞선 제도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인력의 조직몰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

히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남성의 군복무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적

으로 공공재(public good)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학자 Skocpol의 주장처럼 모성의 문제를 여성

만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남성 중심적이고 긴 근로시간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업무역

량을 평가하는 한국 기업의 특성과 아직까지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담당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

는 여성인력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나 기업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모성의 적극적인 보호를 통한 여성인력

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출산이후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휴직 등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대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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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체 여성인력의 규모에 비해 대다수의 여성인력이 소규모 사업장에

많아 아직 사업장의 보육시설 등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점

차적으로 사업장 보육시설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구자숙,

2009). 그리고 이러한 모성보호제도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

제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제도로써만 도입되어 있지 실제

로 활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임인숙, 2003).

그러나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성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

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과연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경력단절을 방지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

인 도입과 활용을 위한 여건의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비용

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성보호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서 중요한 시사점이다. 왜냐하면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성공여부는 실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업들이 제도를 얼마나

조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력 단절 예방이라

는 차원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여성인력의 활대 측면이 아니라 여성인력이 확대됨으로써 실제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 미쳤을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업은 시

스템으로써 내부와 외부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여성인력의 변화는 기업의 성과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비용

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업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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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기업에 미친 영향은 기업

이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봄

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조

선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모성보호제도는 국가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비용을 적극 부담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법적으로 도입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해 제도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의 활용도는

떨어지는 디커플링(decoupling)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모성보호제도

자체보다는 조직원의 행태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성과 등 긍정적인 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고 정책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회현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활용도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목표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을 강제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한 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실제 조직에 어떤 변화

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조직에 미친 영향도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의 증가 또는 조직 성과

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제도가 목적하는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여성인력의 비중변화에 긍정적 영향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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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조직의 행태 그

중에서도 여성인력의 비중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연구하고자 한

다. 과연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여성인력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중에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문헌을 통해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하고

사업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방법을 실시한다. 문헌검토를 통

해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현황과 활용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으로 사업체의 인식변화나 고용 상에 나타난

영향력을 살펴본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여성인력 비율에 미

치는 영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9년

과 2011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체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2,000여개의 사업장을 패널로 하여 사업체들의 전

반적인 경영환경 및 경영현황, 운영성과,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격년으로 제공한다. 설문지는 인사관리 담당자용,

노무관리자용, 근로자 대표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 부문에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사업체패널

자료는 총 1,735개의 사업장이 조사에 성공하였고 2011년 사업체패널 자

료는 1,770개의 사업장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 2009년 패

널 자료와 2011년 패널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1,488개의 표본 중 결

측값이 있는 경우와 2009년, 2011년에 신규채용이 없어 신규여성채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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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977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활용수준과 여성

인력비율이나 여성채용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닌 모성보호제도의 도

입과 활용이 실제 여성인력비율과 여성신규채용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은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여성비율과 여성신규채용 비율은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여성인력비율의 변화와 여성신규채용비율의 변화는 2009년과 2011

년의 여성인력비율과 여성신규채용비율의 차이로 계산하여 실제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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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합리적 선택론의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그 뿌리를 신고전경제학에 두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근본적인 관심은 사회제도가 국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경제 체제가 가장 큰 국부

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신고전

경제학은 대안적인 사회 경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주어진

제도하에서의 경제현상만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서부터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제도적 제약과

유형 등이 실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가정한 제도가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반성

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는 거래비용을 무시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거래비용 경제학’, ‘재

산권 학파’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 프로그램은 후에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 불리게 된다.(Eggertsson, 1990)

합리적 선택 접근은 인간의 선택을 틀 짓는 여러 가지 제약들에 관심

을 갖는다. 이러한 제약들을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사회 정치적 제도와 사회 정치적 제도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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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Tsebelis, 1990). 개인의 행동을 틀 짓는 사회제도가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사회적 정치적 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제도를 초월하는 일반

적인 이론의 도출에 관심을 두고 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가정

하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였다. 즉, 완벽한 정보와 거래비용의 부재

등 가정의 대표되는 가상적인 제도, 혹은 ‘제도 진공상태’에서 개인의 행

동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현실 적용성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 제도에 대한 구제척인 가정

을 포함하여 제도의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의 영향을 연구하는 합

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

alism)’가 공식적인 사회제도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면, 신제도주의는 제

도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Eggertsson,

1990). 최근에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가정과 연구방법이

정치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 선택 신

제도주의는 규칙이나 제약이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들이 주어진

제약 하에서 목적과 수단을 연계하여 최적의 행동을 계산한다고 보는 것

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접근은 개인의 선호나 규범이 어떻게 결정되

는가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와 규범을 포함하는 보상함수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극대화하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를 연역적으로 예측하는 것에 관

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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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합리적 신제

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를 설명하면 <그림

2-1>과 같다. 제도분석틀은 먼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1)물리적 속성(physical attributes), (2) 규칙(rules), (3) 공동체

의 속성(community attributes), (4) 행동의 장(action arena), 그리고 (5)

행위자(actors)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

들의 의사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행동의 장’이다. 이것이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이 바로 ‘물리적 속성’, ‘규칙’, 그리고 ‘공동체의 속성’ 등의 세 가지 구

성요소이다.

물리적 속성 행동의 장

규칙 결과
행위자

공동체 속성

<그림 2-1> 제도분석틀

물리적 속성이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말한다. 규칙은 행동의 장에서 실제로 적용

준수되는 규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속성이란 행동의 장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공동

체의 특성과 이들이 공유하는 규범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유인 구

조를 결정할 뿐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 결과, 즉 사회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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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지는 못한다. 제도분석틀은 규칙과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구성되

는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

가를 분석한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의 틀인 제도분석틀은 여

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활동의 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합

리적인 선택의 결과를 연역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인적자원의 다양성 관리와 모성보호제도

다양성(Diversity)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

러 가지로 많은 특성”이다. 다양성이 인적자원 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외

부적으로는 성별이나 연령, 피부색, 언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말

하고 내부적으로는 종교나 가치관, 성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

미하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직위, 담당업무 등을 의미한

다. 이처럼 다양성이란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러한 다

양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구성원의 다양성도 과거와 다

르게 크게 증가하여 조직의 인사관리의 핵심이슈로까지 등장하게 되었

다. 이것은 다양성 경영(diversity management)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경

영자들은 구성원들이 본인과 타인의 욕구와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대

로 하게끔 하고, 오히려 이를 적극으로 개발, 활용하여 조직효과성 향상

에 기여하도록 하는 경영철학을 의미한다(박경규, 2013).

다양성 경영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화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다양화가 갖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먼저

다양화가 갖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양성이 높은 조직은 직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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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지식, 기술, 능력 및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유용한 풀(pool)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은 혁신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력구성원들이 자신만의 창의성 및 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조직은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다양성이 갖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

다. 조직을 하나로 결집 시켜주는 공통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직을 융합하는 정체성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조직 내 서로 다른 가치의 상충으로 이어져 의사결정에 있어 어

려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양성 관리는

모성보호제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

업들은 국제화, 세계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

기 위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 내 인적자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 가져오는

창조적 마찰을 통한 창의성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다.

3. 모성보호제도

(1)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모성보호제도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일반여성의 모성기

능에 관한 보호와 임산부까지 보호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노동백서,

2002). 김경주(2002)는 연구에서 모성보호제도를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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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접적 모성보호와 임신이나 출산과 직접 관련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간접적 모성보호로 나누었

다. 직접적 모성보호를 위한 것에는 산전 후 휴가, 생리휴가, 유산유급휴

가, 수유시간 제공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중 해고금지, 임산부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화배치 등을 제시하였다. 간접적 모성보호 제도로는 시간외

근로제한, 야간업무 금지,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금지, 갱내노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모성보호를 생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

다.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만이 가지는 고유한 생리적 기능에 대한 보

호를 생물학적 모성보호로 보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보육기관을 통한 양

육노동으로 사회화하는 것을 사회적 모성보호로 간주하였다(장지연 외,

2004). 선행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구분은 <표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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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모성보호제도 분류 내용

강이수

(1991)

직접적 모성보호
산전 후 휴가, 임신 중 작업전환, 출산휴

가 중 해고 금지 등

간접적 모성보호

여성의 갱내노동 금지, 여성근로자의 운

반무게 제한, 여성 판매직 의자 제공 의

무화 등

육아권
육아시설 확충, 육아 휴가, 자녀 간병휴가

등

김경주

(2002)

직접적 모성보호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제공, 출산휴가

중의 해고 금지 등

간접적 모성보호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간업무의 금지, 갱

내 노동 금지

정진주,

이선화

(2004)

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보호
-

임산부와 수유모의

건강보호

시간 외 노동제한, 야간작업 금지, 유해작

업 금지

자녀 양육 관련

사회적 조치
-

장지연

외(2004)

생물학적 모성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만이 가지는 기

능에 대한 보호

사회적 모성
부모의 자녀 양육 및 보육기관을 통한 양

육노동의 사회화

박은미

(2006)

여성고유의

모성기능보호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지원, 유해한 작업

환경 금지, 산전 휴식 등

직장-가정의

양립지원

육아시설 확충, 육아휴직, 자녀 간병휴가

등

여성의 직장복귀

지원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모성보호제도의 분류

주: 강유미(2009)의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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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단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여러 개별

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2001년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와 관련된 3개 법이

개정․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산전후 휴가일을 기존의 60일에

서 90일로 30일 확대하였고,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육아

휴직자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사회 문제화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

설되었다. 또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8

세 이상 여성근로자부터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취업금지 직종도 일반

여성의 경우 1개로 축소하고, 임산부의 경우는 12개로 강화되었다. 그 내

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으로, 6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90일로 30일 연장

되고,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 되도록 하였다. 휴가 급여는 기존의

60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추가된 30일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해, 휴직자가 소득의 일부는 고용보험

에서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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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던 사항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9년 도입

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사업주가 체중·신장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

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다. 또한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 직

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

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하였다. 18세 이상

의 여성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이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

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섯째,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먼저 성희롱 행위를 한 사

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전체 파견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

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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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성과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성과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은 기업들의 모성

보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기

업의 규모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휴직급여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각각 39.5%, 63%으로 더 높게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다음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모성보호제도

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혜련 외 2001). 다시 말

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인

력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이 이러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이 제도 도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휴직급여제도의 경우, 기업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는 노동조합의 유무가 있었다(송호근, 1995). 노동조합은 단순히 근로조

건을 넘어서 기업의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Kochan & Cappelli, 1984).

노동조합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노조의 유무와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와 연관하여 살펴보니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14.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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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갖춘 반면, 노조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5.5%로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9.4%p 낮게 나타나 노조가 있을

경우 보육시설 도입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

제도의 활용도도 노조가 활성화된 1987년 이후부터 사용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보았다(정혜선, 1995).

김향아·유규창(2004)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기업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사회적·문화적 동질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

다.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간 연결망이 강할수록,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증명하였다. 모성보호제도는 기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기업들은 근로자 1인당 생산

성(매출액)이 향상되고, 이직률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장민혜(2014)는 모성보호제도를 단순히 도입한 것과 기업의 성과

와의 관계를 살펴본 한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정도

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기업의 성과를 재

무적 성과와 HRM성과로 나누어 매출액과 이직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매출액은 증가하여 재무

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

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이직률이 하락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을 넘어서 적극적 활용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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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의 영향

2004년 한국여성개발원은 2001년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강화

된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달라진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산전후휴가 기간의 90일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이 실시된 후 기업에 가장

달라진 것에 대해 50.5% 기업이 ‘애사심 증대’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으

로 43.0%의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 증가’라는 응답을 하였다. 직원들의

애사심은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모성보호 제도에 따른 업무공

백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 근로자를 채용하여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39.3%의 기업이 ‘여성근로자로 인한 전체 인건비 상승’에 응답하였고,

31.8%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모성보호제도로 전체

인건비가 상승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반면 산전후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으로 인해 여성인력을 기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여성인력 전반에 대한 기피’와 ‘여성근로자 채용

기피 및 배치 기피’에 대해서는 각각 23.5%, 23.0%의 기업들이 응답하여

다른 질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4개 기업

중에 1곳은 여성인력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300인 이상의 기업보다 100인 미만 기업들에서 ‘모성보호 관련 제도

로 인한 여성인력에 대한 기피’라고 응답한 기업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

직 규모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집단으로 조사 기업의 인사담

당자들은 ‘기업주’가 가장 많았고(47.7%) 그다음이 정부(36.3%)를 꼽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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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

구에서 출산휴가로 인하여 사업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2>와 같았다. 먼저 인력 공백으로 인하여 업

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41%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전체 사업체의 32% 정도에서 출산휴가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

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응답 사업체 중 11%는 모성보호조치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채용과 배치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났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인력 전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났다는 응답도 3.8%가 있었다. 또

한 육아휴직과 관련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산전후휴가보다 육아휴직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지장과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견해는 55%,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사업체는 45%로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윤자영(2014)은 모성보호제도가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성보호제도가 있음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반대로 여성인력 고용에

대한 비용 증가를 가져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

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모성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자유로운 제도 활용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형성

되면서 실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이용은 확대되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모성보호제도로 인한 여성인력의 비용 증가를 우려하

여 원천적으로 여성고용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성

보호제도의 활성화가 여성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고용보험 DB자료를 바탕으로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34세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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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사업장 단위에서 25～34세 여성 고용에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총량적 차원

의 접근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한 여성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고려한

분석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구 분
업무
지장

인건비
부담

가임기
여성근로자
기피

여성인력
전반에
대한 기피

출산휴가

사업장

영향도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40.2 41.5 65.4 7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8.6 17.0 18.2 15.0

보통이다 10.0 9.4 5.5 3.3

그런 편이다 33.2 27.5 9.7 3.3

매우 그렇다 7.9 4.6 1.2 0.5

육아휴직

사업장

영향도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13.8 20.7 58.6 76.4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3 20.7 26.1 16.7

보통이다 16.3 13.3 5.9 3.4

그런 편이다 46.8 39.9 7.4 3.4

매우 그렇다 7.9 5.4 2.0 -

<표 2-2> 출산 및 육아휴직 사업장 영향도 평가

(단위 : %)

주 : 한국노동연구원(2004) <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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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제1절 연구가설 설정

1.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 비중에 대한 가설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중에 대한 가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

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이다. 모성보호란 단순히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한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뿐만 아니

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보호이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우리 사회의 인구

자질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

로 도입한다는 것은 여성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하겠다는 의

미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여성에게 선호도

가 높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고용된

직원들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유인이 높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가정친화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여성지원자가 많아질 것이고 역량

있는 여성지원자가 많아져 신규채용 비중에서 여성인력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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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중에 대한 가설

한편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다른 측면에서 모성보호제도

는 기업에 비용으로 인식이 되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더라도

실제 활용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단순히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 아닌 활용 수준이 실제 여성의 선호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 활용이 잘 될 경우 여성은 직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모성보호제도가 적극

적으로 활용될 경우 여성지원자가 많아질 것이고 역량 있는 여성지원자

가 많아져 신규채용 비중에서 여성인력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므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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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 비중 변화에 대한 가설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중 변화에 대한 가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전략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다양성 차

원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며, 그 자원을 유지․관리하기 위

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이 합리

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미도입 두 가지 다 설명이

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모성보호제도는 비용을 수반한다. 모성보호제

도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가 크다면 기업은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면 기업은 모성

보호제도로 인한 비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는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게

하더라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여성인력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

입하는 반면 제도의 도입은 기관의 비용증가라는 인식도 강화되어 여성

인력의 비중을 낮추거나 신규 채용에 있어 여성인력을 제한적으로 채용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려 한다.

가설 5.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 인력 비중의 변화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

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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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중 변화에 대한 가설

제도적인 관점에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얻는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압박에 의해 모성보호제도를 도

입하는 경향을 말한다. 기업이 특정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기업이 속한 사회 내에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존재

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환경이 요구하는 규칙이나 요구조건을 충족시

키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모성보호제도는 제도

적 관점에서 도입이 되더라도 이의 활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모성보호제

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실제 활용도가 낮다면 기업은 여성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모성보호제도가 잘 활용될 경우 기업은 확보한 자원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보

다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여부가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와 여성 인력의

신규채용 비중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려고 한다.

가설 7.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 인력 비중의 변화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의 변

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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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

정한 가설의 변수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모형

을 설계하였다.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여성의 신규채용비율에 미치

는 영향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09년과

2011년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업체패널 자료는 사업체를 대

표하는 2,000여개의 사업장을 패널로 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경영현

황, 운영성과, 인적자원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격

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사관리 담당자용, 노무관리자용, 근로자 대표용

설문지가 주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 부문에 모성보호제도 등과

관련된 설문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사업체패널 자료에서 총 1,735개

의 사업장이 조사되었고 2011년 사업체패널 자료에는 1,770개의 사업장

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패널 자료와 2011년 패널

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1,488개의 표본 중 결측값이 있는 경우와

2009년, 2011년에 신규채용이 없어 신규여성채용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977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활용 수준과 여성인력비

율이나 여성채용비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닌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

용이 실제 여성인력비율과 여성신규채용비율과 각각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은 2009년도 자료를



- 26 -

활용하고 여성비율과 여성신규채용 비율은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여성인력비율의 변화와 여성신규채용비율의 변화는 2009년과 2011

년의 여성인력비율과 여성신규채용비율의 차이로 계산하여 실제 제도가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변수의 선정

(1) 독립변수 :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2009년도 기업체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

다. 기업체 패널조사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여 16개의 모성보호제도 항목에 대해 “다음의 모성보호 조치들 중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회사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된 출산휴가를 포함 17개의 모성보호제도 항목에 대해 “귀 사업장에

서 채택하고 있는 모성보호 조치들 중에서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 정

책들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

였다. 응답은 예, 아니오로 선택하는 방식이며 예를 선택하면 1, 아니오

를 선택하면 0을 부여하여 전체 합산 점수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을 측정하려 한다.

(2) 종속변수 : 여성인력비율 및 여성신규채용 비율과 그 변화

종속변수로는 여성인력비율,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 여성인력 비

율의 변화,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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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좋을수록 다양성 관리와 제도적 차원에서 여

성인력 채용을 늘리게 된다. 또한 여성인력이 많을수록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단년도의 여성인

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을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과 비교할 경우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

인력 비율이 높고, 여성의 신규채용비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년도의 여성인력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대비 2011년도 전체 조직원에서 여성인력이 차지

하는 비율의 변화와 신규 채용에서 여성신규채용 비율이 변화한 정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에 영향을 주는

기업분류(공공, 민간), 조직의 규모, 여성근로자 규모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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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변수유형 구분 변수명 내용

독립

변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
INTRO09

16가지 모성보호제도와 기타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1점, 아니

다=0점을 부여하여 각 사업장의

모성보호제도 도입정도를 측정

함. 변수명 뒤에 09를 표시하여

해당 연도를 확인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수준
USE09

16가지 모성보호제도와 법정출

산휴가, 기타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1점, 아니다=0점을 부여하

여 각 사업장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정도를 측정함. 변수명 뒤

에 09를 표시하여 해당 연도를

확인

종속

변수

여성인력비율 WR11
2011년도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
NWR11

2011년도 전체 신규채용에서 여

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여성인력

비율 변화
GWR

09년도 여성 인력 비중과 11년

도 여성 인력 비율의 차이로 계

산하여 여성인력 비율이 증가한

경우 1, 여성인력 비율이 감소

한 경우 –1로 표시

<표 3-1>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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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유형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

변수

여성인력

비율 변화
GWR2

GWR가 증가한 경우 1, 감소한

경우 –1, 변동없음 0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 변화

GNWR

09년도 전체 신규채용 근로자

중 여성 신규채용 비율과 11년

도 전체 신규채용 근로자 중 여

성 신규채용 근로자 비율의 차

이로 계산하여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이 증가한 경우 1, 신규채

용이 비율이 감소한 경우 –1로

표시

GNWR2
GNWR가 증가한 경우 1, 감소

한 경우 –1, 변동없음 0

통제

변수

기업분류 SEP2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을 구분

하기 위하여 비공공부문은 1,

공공부문은 2로 구분

규모 TOTAL11 2011년도 전체근로자수

여성근로자 WOM11 2011년도 여성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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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성보호제도 도입수준

모성보호제도 활용수준

여성인력비율

신규채용 여성인력 비율

여성인력 비율변화

신규채용 여성인력 비율변화

통제변수

기업분류(공공/민간)

규모

여성근로자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중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총 8개의 가설에 대해 다중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먼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

준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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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모성보

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 정도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

준과 활용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신규채용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 증가한

그룹과 감소한 그룹에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수준을 독립표

본 T-검정을 통해 차이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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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대상이 된 기업

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977개의 자료가 분석이 되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 4-1>와 같이 정리하였다.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 977 7.19 4.568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수준 977 6.17 4.677

여성인력 비율 977 26.5297 22.36593

여성신규채용 비율 977 29.9227 56.94198

여성인력 비율 변화 977 0.7101 8.00050

여성신규채용 비율 변화 977 -.3391 23.99863

GNWR2 977 .00 .927

기업분류 977 1.0788 .26958

규모 977 444.33 871.423

여성근로자 977 114.81 378.279

<표 4-1>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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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분석 표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

상은 977개의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은 7.9%인 77개, 비공공부문

사업장이 92.1%인 900개로 대부분이 일반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는 직원 수는 500인 미만 사업장이 762개로 전체의 78%를 차지

하였고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9.6%의 사

업장에서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000억 미만인 사업장

이 59.9%, 1,000억 이상인 사업장이 40.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011년

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다소 감소하고 500인

미만과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소 증가하였다. 여성근로자 비율은

25%미만 사업장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약간씩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100억 이하 사업장은 감소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증가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4-2>와 같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3>과 같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도입과 활용수준에 대한 응답 차이가 17.5%p로 나타

나 모성보호제도 중 디커플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한 여

성의 야간근무제한, 휴일근무제한, 초과근무제한 등 기업에 직접적인 비

용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들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었지만 직

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같은 직적접인 비용이 수반되는 모성보호제도의 도

입수준은 8.1%로 불임휴직제 다음으로 가장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 하지

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활용수준은 5.8%로 도입과 활용의 차이가

2.3%p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질적인 활용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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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1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공부문

공공부문 900 92.1 - -

비공공부문 77 7.9 - -

직원수

100인 미만 352 36.0 333 34.1

500인 미만 410 42.0 422 43.2

1000인 미만 122 12.5 118 12.1

1000인 이상 93 9.5 104 10.6

여성근로자

비율

0∼25%미만 582 59.6 567 58.0

25%∼50%미만 228 23.3 235 24.1

50%∼75%미만 136 13.9 141 14.4

75%∼100% 31 3.2 34 3.5

매출액

100억 이하 178 18.2 152 15.6

100억∼500억 미만 298 30.5 299 30.6

500억∼1,000억 미만 109 11.2 112 11.5

1,000억 이상 392 40.1 414 42.4

<표 4-2> 분석 표본의 기본적 특성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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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비율

차이
도입 활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법정출산휴가 - - 822 84.1 15.9

육아휴직 813 83.2 642 65.7 17.5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670 68.6 512 52.4 16.2

직장보육시설 79 8.1 57 5.8 2.3

보육료 지원 163 16.7 123 12.6 4.1

생리휴가 (무급이나 유급) 726 74.3 583 59.7 14.6

수유시간 보장 310 31.7 206 21.1 10.6

수유공간 제공 196 20.1 122 12.5 7.6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무 제한 578 59.2 433 44.3 14.9

임신한 여성의 휴일근무 제한 564 57.7 416 42.6 15.1

임신한 여성의 초과근무 제한 569 58.2 430 44.0 14.2

임신한 여성을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579 59.3 436 44.6 14.7

임신한 여성에게 작업전환 시행 470 48.1 327 33.5 14.6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음
502 51.4 359 36.7 14.7

태아검진휴가(임신한 여성을

위한 산전진찰휴가)
260 26.6 184 18.8 7.8

유·사산 휴가 483 49.4 346 35.4 14

불임휴직제 59 6.0 28 2.9 3.1

기타 1 0.1 1 0.1 -

해당없음 87 8.9 82 8.4 0.5

<표 4-3> 모성보호제도 각 항목별 도입 정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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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업장별 전체 여성인력 비율을 <표 4-4>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2011년 대상 사업장의 여성인력 비율은 평균 26.5%였고 여성인력 비

중이 10% 미만인 사업장이 전체의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0∼20%미만인 사업장이 20.6%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절

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여성인력이 전체 종사자의 20%미만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여성인력 비율이 50%이상인 사업장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10% 미만인 경우가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은 50% 이상인 사

업장이 22.5%로 나타났고, 10∼20% 미만인 사업장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여성인력 비율 분포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분 사업장수 비율 구간값 평균 비고

여성

비율

0∼10% 298 30.5 5.2305

10∼20% 201 20.6 14.2623

20∼30% 124 12.7 24.7146

30∼40% 107 11.0 34.9117

40∼50% 72 7.4 45.0067

50% 이상 175 17.9 65.4484

총계 977 100.0 26.5297

<표 4-4> 여성인력 비중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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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율 구간값 평균 비고

신규

채용

여성

비율

0∼10% 298 30.5 2.5406

10∼20% 154 15.8 15.0412

20∼30% 112 11.5 25.1583

30∼40% 108 11.1 35.3094

40∼50% 85 8.7 46.1079

50% 이상 220 22.5 70.9577

총계 977 100.0 29.9227

여성인력의 비중 변화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1년도의 사업장별 여성인력비율은 평균 0.71%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근로자 중 여성인력 비율이 증가한 경우는 전체의

52.1%인 510개 사업장이었고 반대로 감소한 경우는 44.8%인 438개 사업

장으로 여성인력비중이 증가한 사업장이 7.3%p 높았다.

2009년 대비 2011년 신규채용 여성인력 비율은 여성채용비율이 감소한

사업장보다 증가한 사업장이 0.3%p 많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여성채용

비율을 증가시킨 사업장이 많았지만 오히려 대상 사업장 전체의 평균 증

가율은 0.3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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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인력비율 증감 구간값 비고

사업장수 비율 평균 사업장수 비율

여성

비율

변화

-20%p 이상 17 1.7 -26.2901

438 44.8
-20%p∼-10%p 27 2.8 -13.2035

-10%p∼-5%p 61 6.2 -6.7376

-5%p∼0%p 333 34.1 -1.6753

변동없음 29 3.0 .0000 29 3.0

0∼5%p 361 36.9 1.6524

510 52.1
5p∼10%p 78 8.0 7.0538

10%p∼20%p 56 5.7 13.5896

20%p 이상 15 1.5 37.2217

총계 977 100.0 .7101 977 100.0

신규

채용

여성

비율

변화

-50%p 이상 29 3.0 -73.5828

418 42.8
-50%p∼-25%p 68 7.0 -36.5624

-25%p∼-10%p 136 13.9 -16.9599

-10%p∼0%p 185 18.9 -4.5878

변동없음 138 14.1 .0000 138 14.1

0∼10%p 180 18.4 4.8315

421 43.1
10p∼25%p 139 14.2 16.3826

25%p∼50%p 78 8.0 34.3222

50%p 이상 24 2.5 67.5078

총계 977 100.0 -.3391 977 100.0

<표 4-5> 여성인력의 비중 변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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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자 할 때 사용하

는 분석방법으로, 회귀분석으로 들어가기 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고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의 여성인력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모성

보호제도의 도입수준,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수준, 여성인력비율, 신규채용

여성비율, 여성인력비율 증감, 신규채용 여성비율 증감, 조직규모, 여성규

모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6>와 같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은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수준, 여성인력의 비

중,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중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모성보호제도이 활용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과 활용수준은 여성인력비중의 변화,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 변화

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

만 앞서 살펴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여성

인력 비중이나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을 감소시킨 것과 같은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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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1 1 .772** .136** .116** -.052 -.022 .158** .196**

2 .772** 1 .174** .151** -.037 -.028 .197** .214**

3 .136** .174** 1 .765** .236** .054 .280** -.016

4 .116** .151** .765** 1 .184** .369** .241** .046

5 -.052 -.037 .236** .184** 1 .276** .082* .009

6 -.022 -.028 .054 .369** .276** 1 .016 .005

7 .158** .197** .280** .241** .082* .016 1 .720**

8 .196** .214** -.016 .046 .009 .005 .720**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1.모성보호제도 도입수준(’09) 2.모성보호제도 활용수준(’09), 3.여성인력비율(’11) 4.신규채용여성비율(’11)

5.여성인력비율변화(’11-’09) 6.신규채용여성비율변화(’11-’09) 7.여성근로자규모(’11) 8.조직규모(’11)

<표 4-6>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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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귀 분석

1. 모성보호제도와 여성비율 간의 관계 분석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중과의 관계분석

가설1은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9년도의 모

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11년도의 여성인력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인력비중에 영향

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여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두었다.

그 결과는 <표 4-7>와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442, R2값은 0.195, 수정된 R2값은 0.192로 모

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비율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값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9.2%가 설명된다. 또한 F값은 58.893,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설명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설명 변수들 중에 서로 상관이 높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회귀계수의 추정 정밀도가 매우 나빠지는 현상인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정도와 여성

인력 비율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면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였는데, 일

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VIF가 5이상이면 다공선성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며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유발하

는 변수라 판단한다. 따라서 <표>에서 보듯이, 모든 변수의 VIF가 5보

다 낮아서 이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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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여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직규모는

여성인력비중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β=-0.012, p<0.001),

여직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36,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 수가 많을수록 여성인력 비율이 높지만 조직이 클수록

증가된 조직 규모에 비례하여 여직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

해 아직은 남성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종속변수인 여성인력 비율

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29, p<0.001). 이

결과를 통해 ‘가설 1.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의 비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제

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 비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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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도입수준
.629** 4.321 .000 1.068

기업분류 2.747 1.123 .262 1.049

규모 -.012** -10.328 .000 2.130

여성근로자 .036** 13.293 .000 2.081

R=0.442, R2=0.195, 조정된 R2=0.192

F=58.893, p=.000

<표 4-7>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가설2는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

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9년도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11년도의 신

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

업규모, 여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4-8>와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328, R2값은 0.108, 수정된 R2값은 0.104로 모

성보호제도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비율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값

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0.4%가 설명된다. 또한 F값은 29.378,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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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설명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정도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면서 다중공선성을 판단하였는데, <표>에서 보듯이,

모든 변수의 VIF가 5보다 낮아서 이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전에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신규채용

에서 여직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는 여성

인력비중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β=-0.009, p<0.001), 여직

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31,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직원 수가 많을수록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은 높게 나타나

지만 신규채용에서도 조직의 규모에 비례하여 여성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종속변수인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38,

p<0.01). 이 결과를 통해 ‘가설 2.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신규

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

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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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도입수준
.538** 2.914 .004 1.068

기업분류 7.614* 2.455 .014 1.049

규모 -.009** -6.655 .000 2.130

여성근로자 .031** 9.912 .000 2.081

R=0.328, R2=0.108, 조정된 R2=0.104

F=29.378, p=.000

<표 4-8>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중과의 관계분석

가설 3은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9년도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11년도의 여성인력비중

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인력비중에 영

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여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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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449, R2값은 0.202, 수정된 R2값은 0.199로 모

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비율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값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9.9%가 설명된다. 이는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여성인력

비중에 대한 설명력 19.2%보다 0.7%p가 높은 수준으로 설명력이 더 좋

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값은 61.467,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설명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도 <표>에서 보듯이, 모

든 변수의 VIF가 5보다 낮아서 이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여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직

규모는 여성인력비중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β=-0.012,

p<0.001), 여직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35, p<0.001)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은 종속변수인 여

성인력 비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39,

p<0.001). 이 결과를 통해 ‘가설 1.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

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로써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의 영향도(β=0.739, p<0.001)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의 영향도(β=0.629, p<0.001)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모

성보호제도의 도입보다도 실제 활용도가 여성인력 비율에는 더 큰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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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활용수준
.739** 5.207 .000 1.074

기업분류 2.676 1.103 .270 1.042

규모 -.012** -11.499 .000 2.126

여성근로자 .035** 14.325 .000 2.089

R=0.449, R2=0.202, 조정된 R2=0.199

F=61.467, p=.000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9>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수준과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4는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

해 2009년도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11년도의

신규채용에서 차지하는 여성인력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인력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규

모, 여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336, R2값은 0.113, 수정된 R2값은 0.109로 모

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비율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값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0.9%가 설명된다. 이는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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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인력비중에 대한 설명력 10.4%보다 0.5%p가 높은 수준으로 설

명력이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값은 30.994, 유의확률은 0.000

으로 나타나 설명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도 <표>에

서 보듯이, 모든 변수의 VIF가 5보다 낮아서 이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신규채용에서 여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7.434, p<0.05). 조

직규모는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비중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β=-0.009, p<0.001), 여직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30,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은

종속변수인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82, p<0.001). 이 결과를 통해 ‘가설 4. 모성보호제

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로써 여성인력의 비중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 모두에 대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의 영향도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의 영향도 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보다도 실제 활용도

가 여성인력 비율에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이나 공공이냐 하는 기업의 분류가 여성인력 비중과 신규채용

에서 여성인력 비중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러한 기업 특성은 여성인력 비중보다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

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9 -

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활용수준
.682** 3.783 .000 1.074

기업분류 7.434* 2.412 .016 1.042

규모 -.009** -6.723 .000 2.126

여성근로자 .030** 9.749 .000 2.089

R=0.336, R2=0.113, 조정된 R2=0.109

F=30.994, p=.000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0>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수준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회귀분석 결과



- 50 -

2.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 비율 변화의 관계 분석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및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중이나 신규채용에 있

어 여성 비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중 변화와의 관계분석

가설 5는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의 비중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9

년도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09년도 대비

2011년도의 여성인력비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인력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여

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1>와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127, R2값은 0.016, 수정된 R2값은 0.012로 모

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비율의 변화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

값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2%만이 설명되어 설명력이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수준이 여성인력 비중

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여직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

직규모는 여성인력비중의 변화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β

=-0.001, p<0.036), 여직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03,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종속변수인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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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β=-0.112, p<0.052). 이 결과를 통해 ‘가설

5.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은 여성인력의 비중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도입수준
-.112 -1.944 .052 1.068

기업분류 .847 .875 .382 1.049

규모 -.001* -2.101 .036 2.130

여성근로자 .003** 3.497 .000 2.081

R=0.127, R2=0.016, 조정된 R2=0.012

F=3.966, p=.003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1>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 비율 변화의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가설6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에

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값이 0이하가 나와 전혀 설명력

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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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중 변화와의 관계분석

가설 7은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인력의 비중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2009

년도의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2009년도 대비

2011년도의 여성인력비중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인력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규모, 여

성인력규모는 통제변수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분석 결과 값은 R값은 0.121, R2값은 0.015, 수정된 R2값은 0.011로 앞

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여성인력비율의 변화 가설 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모형의 적합성은 수정된 R2값을 기준으로 전체 분산 중 약 1.1%

만이 설명되어 설명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수준이 여성인력 비중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기업특성은 공공기관 일수록

여직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

직규모는 여성인력비중의 변화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β

=-0.001, p<0.031), 여직원수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β=0.003,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은

종속변수인 여성인력 비율의 변화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β=-0.088, p<0.118). 이 결과를 통해 ‘가설

7.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인력의 비중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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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β t 유의수준

공선성

통계량

VIF

모성보호제도

활용수준
-.088 -1.566 .118 1.074

기업분류 .755 .783 .434 1.042

규모 -.001* -2.158 .031 2.126

여성근로자 .003** 3.537 .000 2.089

R=0.121, R2=0.015, 조정된 R2=0.011

F=3.631, p=.006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1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여성인력 비율 변화의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가설8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에

서도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와 마찬

가지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값이 0이하가 나와 전혀 설

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에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율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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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립표본 T-검정

다음으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

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룹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

용수준이 신규채용 여성인력비율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규채용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한 그룹과 여성비율이 감소

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정도와 활용정도를 비교해 보

았다.

1.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의 차이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에 있어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을 공공기관

과 비공공기관으로 나누고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여성인력 비율

과 신규여성채용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은 공공기관과 비

공공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공공기관은 평균

6.94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평균 10.05개를 도입해

3.11의 차이가 있었다.(p<0.000).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도 민간 기업은

평균 5.95개를 활용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평균 8.78개를 활용해 역시 차

이를 보였다(p<0.000).

여성인력 비율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평균 26.3%가 여성인력인데 반

해 공공부문은 29.1%가 여성인력으로 2.75%p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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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차이가 있었다. 민간부문의 여성 신

규채용비율은 29.26%였지만 공공기관의 여성 신규채용비율은 37.56%로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에 비해 8.29%p가 높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여성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2009년도 대비 2011년도 여성인력비율의 변화와 신규채용 여성

인력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9년 대비 2011년도에 전체 인력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민간 기업이 평균 0.67%p 증가하였

고, 공공기관은 평균 1.11%p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신규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비중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관은 2009년도 대비 2011년에 여성인력

의 신규채용 비율이 0.36%p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은 0.036%p감소하였는

데 이러한 차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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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SEP2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09)

민간 900 6.94 12.479 .000 -5.829 975 .000 -3.110**

공공 77 10.05 　 　 -6.589 94.290 .000 -3.110

모성보호제도
활용 수준(‘09)

민간 900 5.95 1.472 .225 -5.170 975 .000 -2.834**

공공 77 8.78 　 　 -5.435 91.274 .000 -2.834

여성비율(‘11)
민간 900 26.3129 8.446 .004 -1.036 975 .300 -2.75121

공공 77 29.0641 　 　 -1.309 100.263 .193 -2.75121

신규채용
여성비율(‘11)

민간 900 29.2686 5.223 .023 -2.602 975 .009 -8.29928**

공공 77 37.5679 　 　 -3.030 95.712 .003 -8.29928

여성비율변화
(‘11-09)

민간 900 .6756 .575 .449 -.460 975 .645 -.43756

공공 77 1.1132 　 　 -.566 98.571 .573 -.43756

신규채용여성비
율변화(‘11-’09)

민간 900 -.3650 .866 .352 -.115 975 .908 -.32881

공공 77 -.0362 　 　 -.138 96.919 .891 -.3288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4-13> 기업분류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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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보호제도와 여성인력의 비율 변화

다음으로 모성보호제도 도입과 활용수준에 따라 신규여성인력채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은 0부터 17까지 다양하므로 역으로 신규여성인력채용이

증가한 그룹과 감소한 그룹 사이에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에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9년도 대비 신규여성채용비율이 증가한 경

우 1로, 채용비율이 감소한 경우로 –1로 하여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

과 활용수준을 비교하였다. 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성의 신규채용 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제도의 도

입과 활용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비교

해 보았다.

<표4-14>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인력의 신규채용비율이 감소한 사업

체는 418개로 이 그룹들의 평균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은 평균 7.41개

였고, 활용수준은 평균 6.30개였다. 반면 여성인력의 신규채용비율이 증

가한 사업체는 421개로 이들 기업들의 평균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은

7.27개였으며, 활용수준은 6.33개였다. 다시 말해 2009년 대비 2011년에

신규채용 중 여성인력 비율이 감소한 기업들에서 여성인력이 증가한 기

업보다 모성보호제도 도입건수는 평균 0.141개, 활용건수는 평균 0.184개

가 많았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건수나 활용건수가 높은 기업

이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여성인력 비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공공부문에 있어 2009년 대비 2011년도 여성인력의 신규채용

변화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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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대비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율이

감소한 그룹은 평균 10.38개의 모성보호제도를 증가한 그룹은 평균 10.24

개의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와 여성인력 비율이 감소한 그룹

에서 평균 0.147개의 모성보호제도가 더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모성보호제도의 활용과 신규채용에서 여성

인력 비중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의 비중이

증가한 그룹의 모성보호제도 평균 활용건수는 9.41건, 감소한 그룹의 평

균 활용 건수인 8.85건으로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이 증가한 그룹

의 활용건수가 감소한 그룹보다 0.559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여성 인력 비중의 변화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7과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신

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8

은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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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신규채용여성

비율변화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09)

감소 418 7.41 .159 .690 .447 837 .655 .141

증가 421 7.27 　 　 .447 836.983 .655 .141

모성보호제도

활용 수준(‘09)

감소 418 6.51 .591 .442 .570 837 .569 .184

증가 421 6.33 　 　 .571 836.694 .568 .184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4-14>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여성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제도 도입과 활용수준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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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수준 t df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신규채용여성

비율변화

모성보호제도

도입 수준(‘09)

감소 34 10.38 .103 .749 .156 66 .877 .147

증가 34 10.24 　 　 .156 66.000 .877 .147

모성보호제도

활용 수준(‘09)

감소 34 8.85 .616 .435 -.540 66 .591 -.559

증가 34 9.41 　 　 -.540 65.867 .591 -.559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4-15> 공공부문의 신규채용 여성비율 변화에 따른 모성보호제도 도입과 활용수준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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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있는 현 상황에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나 모성보호제도의 성과가 아닌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인한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분석하여 모성보호제도의

강화가 여성인력 비중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 모두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여성인력 비율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여성인력

비중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 가설을 설정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과 활용은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중의 변화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단순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라 실제 제도의 도입과 활용의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패널 자료 중 2009년도,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수준은 2009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여성인력 비중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은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과 신규채용에서 여

성인력 비중 변화는 2009년도 대비 2011년도 여성인력 비율의 차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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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여성인력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모성보

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인력 비중과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여성인력 비율변화에 미치는 영

향은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인력의

비율변화와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인력 비율 변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적절하지 않아 신규채용에서 여

성인력 비중이 증가한 그룹과 감소한 그룹을 구분하여 각 그룹의 모성보

호제도 도입 수준과 활용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은 여성인력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는 제도

의 도입보다 여성인력 비중에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활용될수록 여성인력 비중이

높았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보다 활용이 여성인력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신규채

용 여성인력 비중에 미치는 영향도 여성인력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모두 신규채용에서 여

성인력 비중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도입수준보다 활용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결과로는

통제변수인 조직규모와 여성인력 비중의 관계에서는 조직 규모가 커질수

록 여성인력 비율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조직 규모와 정비례

하여 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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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아직까지 조직의 구성이나 채용에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수준과 활용 수준에 따른 여성인력 비중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여성인력 비율 변

화와 신규여성인력 채용 비율 변화에 있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는 아니었고 설명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비

교를 통해 확인한 신규채용에서 여성인력 비율이 감소한 그룹과 여성인

력 비율이 증가한 그룹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 수준의 차이는 여

성인력 비율이 감소한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모성보호제도가 도입되

고 활용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은 여성인력 비중을 증가시키

고 신규채용에서 여성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모성보호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될 필요가 있

다. 다만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이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

비 상승이나 업무 공백 등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모성보호제도가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여성 채용 자체에 소극적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성의 보호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출산과 육아를 통

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

와 관련한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는 사용자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직원 본인, 그리고 동료들이 부담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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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부담할 수 있어야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에 따르는 비

용 부담을 덜고 여성도 더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여성인력 활용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사업

체 패널 조사방식은 인사담당자의 설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모성보호제

도의 활용도는 실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인식수준과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응답이 아닌 기

업의 실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이나 활용수준을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

분류, 조직규모, 여성근로자 규모만을 통제변수로 고려한 한계도 있다.

여성인력비율이나 신규채용비율은 회사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비율은 사회에 공급

된 여성인력 규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신규 채

용된 인력 중 여성인력 비율을 단순히 비교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신규채용에 있어 여성비율과 회

귀분석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신규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룹의 모성보호제도의 도입

이나 활용수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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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 등은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이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

용이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친 기간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1년

도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조직 행태에 변화

를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향후 자

료가 축적되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성보호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

해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

의 도입과 활용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여성인력 비율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성보호제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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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on Female Worker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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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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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Women are asked various roles in their lives. Sometimes they have

to maximize their individual competence to do the social activity, but

soon they faced maternity and child care in particular by their

biological character. These two different roles is not easy to coexist

at the same time, and women’s career are prone to break with

various obstacles in economic activities. Sociologist Skocpol regarded

women’s childbirth and parenting as subjects of public policy(Skocpol,

1992), In this context, Maternity Protection Policy has been

strengthen to utilize women resources in the government level.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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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e government makes various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nd

enforce to practice the policies in order to provide a chance to keep

their work career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birth rate.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active efforts, the additional

expenses to use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are defrayed to the

corporate owners and the female workers who want to use the

policies.

Especially enforced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can cause the

corporate owners to consider additional costs to hire female workers.

So we have to consider the two different side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Hypothes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the higher the

degree of introduction or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crease the ratio of female workers and the ratio of new female

employees. On the other hand higher degree of introduction or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reduces the ratio of female

workers and the ratio of new female employees.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hypothesis, Korea Labor Institute

Workplace Panel Survey Results in 2009 and 2011 were interpreted

by regression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s t-tes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more

introduction or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ratio of female workers and the ratio of new female

employees. Next, the more introduction or utilizat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not related to the decrease of the ratio of female

workers and the ratio of new employed female workers. It is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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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mphasize the good side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to activate

introduction and usage of it, but it must be considered the side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Maternity Protection Policy can be the only way to maintain this

society healthily to provide maternity and child care and let female to

continue their careers. further studies on the actual impact on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ies both good and bad impact.

keywords :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emale workers ratio,

new female employees ratio, organization behavior, 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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