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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

능한 조직풍토 및 문화는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일가정 양립

정책과 같은 Top-Down 방식의 정부의 권장정책은 공공기관의 수용도는 

높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활용측면에서 체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제도의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찾고자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및 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하고 추가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개인영역, 조직영역, 조직문화영역별 제도

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공공기관 일가정양립제도의 올바른 정책방안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 중심의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고 있는 근무

환경과 여성 구성원의 증가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를 높였고 일가정양

립에 우호적인 문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부작용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개념

이나 제도의 유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일부 육아휴직과 시차출퇴근 등의 자녀양육 지원제도로 협소하게 인

식하고 있었고 제도가 운영중임에도 제도 없음이라고 인지한 비율도 상

당수 있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인식부족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성 감소 및 제도이용 활성화에도 걸림돌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층 인터뷰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에서 동일한 조직문화 속에서도 구성

원 개인 및 상사에 따라 사용에 편차가 존재하며 공식적인 제도화 및 좀 

더 개방적이고 공론화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영역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하는 남녀 근로자들의 제도적 지

원을 위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규정

하고, 제도 사용 후 복귀를 할 경우,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회사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적인 단

절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원

한다면, 직무를 전환하거나 배치하는 부서를 변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조직영역에서는 육아와 근로자 본인의 경력지속의 효과가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외에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배

우자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조

직문화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

하는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담당자들은 제도 전반을 이해한 후 기업 내부에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사․노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직급별 승진자 혹은 임원 승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제도 전반

에 대한 교육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 또한 중요하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 요구와 함께 사측차원의 공

감과 그것을 공식화 할 수 있는 개방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노동조합, 

근로자 등 제도의 이해 당사자들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제도의 질을 높

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대



한 제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

원들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가정양립 경험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아 추

후 연구에서는 조직들 간의 일가정양립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모성보호제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족친화경영, 출산정책, 

         수용격차

학  번 : 2014-2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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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 가용노동력의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민희철 외1, 2007; 우석진, 2007; 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이삼식 

외, 2005; 이삼식, 2010)

  한국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양육․교육비의 급

속한 증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부족, 취업모에 대한 직

장 및 사회의 배려 부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시

장에서 이탈한 후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도 출산을 미

루거나 기피하거나 혹은 자녀수를 최소화하는 원인이다.(우석진, 2010; 김

지경, 2003) 여성의 경력 단절문제는 고학력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력 및 축적된 기술이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고 있으

며, 더욱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

데 주요한 인력자원인 여성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다.(김주영 외, 2010) 실제로도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으

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경, 2003) 이러한 경력 단절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은,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은 출산

을 기피하거나 혹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이삼식 외, 

2005) 이처럼 자녀가 있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

려워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등의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비, 주거비, 주택구입 기간 등 비용측면 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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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요인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원희, 2004; 최숙희, 김정우, 2005) 

  한국노동패널(1998-2005)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

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민간부문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

동연구원, 2006) 반면, 민간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동료와의 경쟁(peer pressure) 혹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에 직면

하게 되는 불이익 등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의 사용빈도가 공공부문의 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

다.(우석진, 2010) 이러한 사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 및 고용의 

안정성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최성은 외, 2009)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하여 영리추

구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시행 압

력이 강하기에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부

문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해 업무효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직의 복지 

증대만을 꾀한다고 우려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뿐만 아

니라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부문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

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일가정양립

정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일가정양립이 중요하

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고, 맞벌이

가 보편화되면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관심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은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내용이나 속

도 측면에서 선진국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

능한 조직풍토 및 문화는 조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일가정양립은 어

려운 상황이다(송다영 외, 2010) 직장여성의 경우 출산 후 퇴직을 종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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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조직헌신도가 낮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불합리

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사용이 어렵고 사용하더라도 주어진 기간 중의 

일부는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홍승아, 2012). 

  한편, OECD 주요국가의 경우 일찍이 탄력근무제도, 휴가․휴직제도,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하여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모

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따라서 여성이 노

동시장 진입 후 경력단절 현상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20대 후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나, 30대에 급격한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다가 40

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후, 30대에 본격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나, 여성의 생애주기상 결혼 및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 초반부터 경력단절 현상이 급속이 진행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OECD(2002)의 정의에 따르면 일가정양립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충분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며 동시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보육서비스의 지원,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의 지

원, 그리고 가족의 자녀양육비용을 분담하는 경제적인 지원 등이 제시되

고 있다. 유럽 선진국처럼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현재 시행 중인 법적인 

혜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고용안

정성을 높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그 동안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거시적 차원의 국제비교 및 

프로그램과 관련되거나(윤홍식, 2006; 홍승아 외, 2008)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시간압력이나 역할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기제(김수정외, 

2007;박기남, 2009)가 주를 이루어왔다. 대부분 양적분석을 실시하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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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반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몇몇 질적 연구(이현아 외,2012: 홍승아,2012)도 조직내 

운영되는 제도 소개나 일부 일가정양립제도의 경험만을 다루고 있어 일가

정양립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과 제도를 둘러싼 조직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 연구 중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연구는 특히 부족한 실정이며, 양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문제를 실제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

원의 일가정 양립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제도

의 경험을 이해하고 정책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기존에 충

분히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깊이 고찰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질

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위험 등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

된 일자리가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출산으

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가정양립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예컨대 현재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주로 보육시설 

공급 확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보육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육정

책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참가와 더불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1차

적인 효과는 있다. 그러나 보육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여성근로자가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후 노동시장 복귀가 힘들어진다면 획기적인 출

산율 제고가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데 필

요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은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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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선’만으로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1.26명인 반면, 양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자녀

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1.5명 수준으

로 상승가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최숙희, 김정우, 2006b). 

  이러한 점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정책과 근원적으로 뿌리가 맞닿

아 있으며, 중요한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몇몇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정책과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 인사담당자 및 남,녀 근로자와

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일가정 양립의 개념 및 필요성  

 1. 일가정 양립의 개념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해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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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상태이거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말

한다(김태홍 외, 2009)

  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없이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

도록 하고, 더 이상 일과 가정을 분리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삶속에서 일

과 가정이 어느 한 영역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다른 한 쪽 영역이 깨지

는 현상을 막고 일과 가정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양자가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삶의 풍요

로움을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의 

의미로 논의 되어진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모성 및 육아휴가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은 가족 내 자녀 양육 

및 가사분담에 있어 남성들의 참여를 늘려 궁극적으로 양성간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정책은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

이고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적, 양적수준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출산율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5년 삼

성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 원인분석”이란 연구에서

는 저출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사회․직장요인이라는 점을 분

석해냄으로써 일․가정양립정책과 저출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정하

게 하고 있다(김미주, 2003).

  특히 일가정양립정책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 적절한 기간과 급여를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조화

를 이룰 때 출산율 향상이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남성들의 육

아휴직 참여를 늘리고 가족내 양육 및 가사분담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

안들도 효과적이며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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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

  가. 저출산 문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출산이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효과

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해왔다. 예를 들면, 김지경.조유현(2001)과 김지경

(2003)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가는 분

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

로의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

이 있음을 보았다.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

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출

산 전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율이 비임금

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김우영(2003)의 연구는 출산 이외에도 결혼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

에 그 공헌이 있다. 김우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노동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향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

보다 생애취업 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 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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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

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남녀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지경(2004)은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산

으로 인하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3.1%가 출산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경우 출산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대행자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대행자 및 보육서비스를 이

용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효미(2006)의 연구는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출산 전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며, 전문관리직

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아가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여성일수록 노동

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상

층에 속하는 여성은 출산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반대 측면에

서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여

성의 가사노동과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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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자녀화’ 과정이 필요한데, 기혼여성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지는 생활상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산

을 원하거나 추가적인 자녀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력단

절의 위험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다자녀화 과정으로 이행되지 못하

는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미치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 인력은 출산율 저하로 2018년부터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보완해줄 대안 중에 하나로 꼽혀왔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수행의 변화로 인해 2009년 53.9%에서 2010년 54.5%, 2011년 54.9%, 2012

년 55.2%, 2013년 55.6%, 2014년 5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림 1 > 여성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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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경제활동참가율 53.9 54.5 54.9 55.2 55.6 57.2

실업률 3.2 3.4 3.2 3.1 3 3.1

고용률 52.2 52.6 53.1 53.5 53.9 55.4

* 출처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2013년 합계출산율 : 1.19명)

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보육

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모성보호조치 또는 일

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

며, 가정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분담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로 보고 경제활동은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하는 성역할 고정 

관념이 곧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서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과거의 상이하고 분담적인 부부역할 수행보다는 역할

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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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일가정 양립정책 현황

 1.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보완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부터 일가정 양립정책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영역이었다. 2011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

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 여성고

용 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이 핵심정책으로 제시

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는 3대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OECD 국

가들에 비해 뒤쳐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지속적 향상 및 확대를 위

하여 고용시장 진입 이후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30대 초중

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여성구직자 및 

직업훈련자에 대한 자녀 돌봄 서비스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되었다(이윤

경,2011) 또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녀를 양육하

며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95개의 관

련정책이 시행되었다(김혜영, 2010).

<그림 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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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산전후
휴가자수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출산전후
휴가지원금액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육아
휴직자수

계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여성
근로자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남성
근로자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육아휴직
지원금액

계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797 420,248

여성
근로자

27,755 33,989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644 408,557

남성
근로자

487 532 740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 출처 : 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주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예로 들 수 있고,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간제 근무, 유연근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 시행이후 최근에는 이용

실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

는 2005년 약 4만명이 이용하였지만, 2013년에는 약 9만명이 이용하여 8

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육아휴직은 2005년에 약 10만명의 여성이 

이용하였지만, 2013년에는 67만명이 이용하여 같은 기간에 약 7배 증가하

였다. 같은 기간 중 남성 이용자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절대규모

가 2천여명에 불과하여 큰 의미는 없다. 남성 이용자가 여전히 소규모인 

이유는 급여수준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40%(정률)에 상

한 100만원 수준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남성은 많지 않을 것이며, 따라

서 기존 이용자들은 공공부문 등 안정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남성일 가능

성이 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간제 일자리 등은 아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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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로 지금은 정착기로 볼 수 있고, 그 성과의 의미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급여의 재원이 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 밖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2

차 기본계획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대책이 있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

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발적 신청

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1) 

인증자체가 정책의 주 목적인 것처럼 보이며, 인증에 따른 실질적 가족친

화 환경조성 효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대전시

를 비롯하여 경기도, 서울시 등 지방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만, 마찬가지로 인증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법, 제도, 문화, 정책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

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데,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규제 또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출산 및 육아기 여성

의 고용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불법 및 편법,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관리감독의 초점에 두어야 한다. 반면 지원을 위해서도 실질적 효과

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가족친화기업(또는 여성친화기

업) 인증정책은 인증 자체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 과정

에서는 실질적 가족친화 정도를 측정해야하며, 인증 이후에는 가족친화 

1)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은 ‘09년 15개사, ’10년 23개사, ‘11년 95개

사, ’12년 101개사, ‘13년 288개사로 전체 522개사이며, 이중에서 중소기업은 182

개사로 35%에 불과(’13.12 기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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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확대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따라서 인증 준비과정, 인증 과정, 인

증후 사후관리 과정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운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가족친화 기업에 특화된 지원책을 적극 모

색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된 지 9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

산율의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3이하

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정체되어 있다. 출산여성의 평균 첫째아이 출산연령

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출산 양식의 이런 특징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혼인 및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문화라는 것

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변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특히 문화변화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식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

향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다. 제도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모성보호제도의 특징 

 기업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도입 및 활용실태를 살펴보고자 기업에서 

법적요건으로 규정되어있는 모성보호제도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

요골자가 되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 모성보호제도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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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

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이다. 즉,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

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

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곧 우리 사회

의 인구 자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지연 외, 2005). 

이러한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성보호에 대해 법으로 

강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3〉모성보호관련 법안 정리 

근로기준법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63조) 

 임산부의 야간작업.휴일근로의 금지(55조, 68조) 

 시간 외 (연장)근로의 제한(49조, 52조, 69조 72조) 

 갱내근로의 금지(70조) 

 유급생리휴가(71조) 

 산전.산후휴가와 임신 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72조) 

 유급 수유시간(61조)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제(11조) 

 육아시설 설치(12조)

고용보험법 
 산전후 휴가시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55조) 

 육아휴직급여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68조)

  모성보호는 크게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등의 보호, 

갱내근로 금지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성보호의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 김경주(2002)는 모성보호의 범위를 직접적 모성보호와 간

접적 모성보호로 구분하였다. 직접적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출산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 

제공, 유산유급휴가, 출산휴가 중의 해고금지, 임신 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을 뜻한다. 그리고 간접적 모성보호는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

간 업무의 금지, 위험유해 작업의 금지, 갱내 노동의 금지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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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진주(2002)는 모성보호를 세 가지로 범위를 구분하였는데 첫째

는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관련한 모성보호이고, 둘째는 임산부와 수유

모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측면(시간 외 노동의 제한, 야간작업의 금지, 위

험유해 작업의 금지, 갱내노동의 금지 등)이며, 셋째는 자녀의 양육과 관

련된 제반 사회적 조치(육아권)로 구분하였다. 또한 장지연 외(2005)는 생

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생물학적 모성은 임신, 출

산, 수유 등 여성만이 가지는 기능이고, 사회적 모성은 부모의 자녀양육 

및 보유기관을 통한 양육노동의 사회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

념들을 종합하여 모성보호제도 각 항목별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산전후 휴가(법정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으

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지를 의미하며 산전후휴가

는 강제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분할, 근로자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

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과거 출산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겼으나, 근래에 들어 기업은 여성노동력의 지속적인 

활용 및 미래노동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

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

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는 휴직기간 동안에 전혀 

근로를 제공치 않는 전일휴직형과 대상기간 동안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근

무하는 근무시간단축형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전일휴직형

만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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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명시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인 형식적인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다. 수유시간 

  여성근로자에게 수유시간을 보장하여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유시간만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유공간도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 여성전용 화장실, 휴게실과 별도로 수유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들이 거의 없다. 

 

 라.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제한 

  야간, 휴일근로는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에게 부정적

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영아의 양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5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마.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  

     시키지 않거나 작업 전환 시행 

  납, 수은, 크롬, 비소, 염소, 벤젠, 수산화칼륨, 페놀, 2-브로모프로판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중에는 체력의 소

모가 증가하여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

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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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생리휴가 제공 

  여성근로자의 생리기간 중의 무리한 근무가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가중

시켜 재해의 위험 증가나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성보호 측

면도 고려하여 생리기간 중 가장 힘든 날에 쉬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

가를 제공해야 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제공 

  2006년부터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 유.사산의 경우에 

산후 4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 8개월 이후 조.사산인 경우에

는 정상 분만과 같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복리 후

생제도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고 여성만의 이슈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남녀의 이슈, 전사

회적 이슈이므로 여성에게 과중되어 있는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양

성평등적인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 유연근무제도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

서 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도는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출근제도, 집중

근로시간제, 직무공유,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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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가휴직제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무급 3일의 배우자출산 휴가제, 1회의 육아휴직 분할사용제를 도입하고,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도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법제화했다. 

 4.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경영

  

 가. 민간기관 추진현황

   가족친화 기업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국내 기업은 탄력근무제도

가 활성화된 선진 기업과 달리 법정 휴가․휴직제도인 산전후휴가나 육아

휴직제도, 경제적 비용 지원 등이 시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친화제

도이며, 법정 제도의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송명희(2006)가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의 여성근로자 568명과 기업

체 212곳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 사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로 확대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아직도 다수

의 근로자는 제대로 90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

전후휴가 사용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재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

인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법정 휴가일인 90일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사용일수는 근로자의 종사상 지

위나 직종,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사무직이나 서비스 및 영업직에서,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산전후 휴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전후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

답 기업체의 38%가 출산 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근로자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 기업체는 62%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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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 이내라는 응답비율은 52.9%, 90일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은 37.5%로 기업체에서 현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잠

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동부가 2006년 1/4분기 산

전후휴가 이용자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64.4%가 육

아휴직을 희망했지만, 그 중 34.1%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

며, 그 이유는 직장분위기, 복귀불안 등 직장 내부문제가 80%로 압도적이

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

나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또는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운영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중 하

나를 이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06년 실시한 직

장보육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 모두 포함)은 817곳이지만, 직장보육

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장은 이 중 37%인 302곳에 불과했다. 하지

만 이들 302곳 중에서도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을 조

금 넘는 170곳(56%)뿐이며, 그 중 민간 기업은 9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지급 105곳(35%),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 27곳(9%)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중 일반 기업체는 569곳 중 141곳(24.8%)만이 시설 

설치, 수당, 위탁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무려 75.2%의 기업이 직장보육서

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저조한 실태를 보임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금융, 유통, 식음료업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김태홍과 고인아(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0% 이상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보육비 지

원, 법규 이상의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도, 무급 

휴직제도, 주5일 및 토요 격주휴무제, 시차출퇴근제, 가족초청행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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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유통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99.0%의 근로자가 청원휴직 등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제도를, 

83.7%의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상

담제도, 일시적 업무전환제도, 보육비 지원, 탄력근무제, 가족초청 및 가정 

관련 교육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30-50% 수준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이 제한적인 보육 및 육

아정보 안내 및 상담, 배우자에 대한 출산간호휴가제는 10%의 근로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국내의 제조업, 보험업, 종합병원 8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속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강혜련, 김태홍, 김진호(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자신이 

소속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실시 정도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나 상사의 배려 등 가족 지

원적 근무환경은 2.93점, 의료 및 의학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2.74점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행율을 보였으나, 자녀양육 관련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은 1.94점, 부양가족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은 1.94점, 스트레

스 관리 서비스는 1.84점을 보임으로써 이들 제도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계숙과 동료들(2006)이 국내 98개 민간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291명의 근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나 지원을 수반하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

면, 탄력근무제도나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휴가․휴직제도

와 경제적 지원제도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이 전반적으

로 미흡하고, 근로자의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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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무제 

  ○ 대부분 기업이 탄력근무관련 제도를 미도입하는 등 시행수준 저조,   

      자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부제도 도입단계 

                                                    (단위: 개소, %)

 

구분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원격 및 재택근무 65(75.6) 10(11.6) 11(12.8)

시차출퇴근제 68(80.0) 3(3.5) 14(16.5) 

집중근로시간 39(95.2) 1(2.4) 1(2.4) 

직무공유 24(58.5) 1(2.4) 16(39.0) 

V(voluntary reduced work)-시간 34(91.9) 0(0.0) 3(8.1) 

자율근무 37(92.5) 1(2.5) 2(5.0) 

자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1(82.5) 6(7.0) 9(10.5) 

  ※ 한국 MSD는 임신, 육아 등 개인여건에 따른 탄력근무,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는 4시간이상 근로하되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지급

 □ 휴가․휴직제도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정착단계에 진입하였고, 법적의무화를    

     2008년 실시예정인 아버지출산휴가는 이미 확산단계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이 큰 역할을 수행 

                                                   (단위: 개소, %)

 

휴가․휴직제도의 유형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산전후휴가  5(5.4) 15(16.3) 72(78.2) 

아버지출산휴가 35(42.2) 23(27.7) 25(30.1) 

육아휴직 16(17.6) 27(29.7) 58(52.8) 

태아검진휴가 60(72.3) 5(6.0) 18(21.7) 

유사산휴가 26(29.5) 16(18.2) 46(52.3) 

가족간호휴가 57(67.9) 6(7.1)  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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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 법적의무 여부,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여건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저조, 직장보육시설, 수유지원 등은 확산단계 

                                                    (단위: 개소, %)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의 유형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61(70.9) 5(5.8) 20(23.3) 

보육․육아정보 안내 및 상담 25(62.5) 4(10.0) 11(27.5) 

질병․야근․출장시 
특별보육지원 32(82.1)  3(7.7) 4(10.3) 

방과 후 아동지도 운영 및 지원 40(95.2)  2(4.8) 0(0.0) 

탁노 서비스 37(94.9) 1(2.6) 1(2.6)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 47(52.8) 17(19.1) 25(28.1) 

수유시간 부여 51(60.0)  15(17.6) 19(22.3)

 ※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300인 이상) 807개소 중 361개소(44.7%)가    

    의무이행('06) 

 ※ 한국 IBM, 하나은행, 대교 등 3개 기업이 공동으로 푸르니 서초 어린   

    이집을 운영

 □ 근로자 지원제도 

  ○ 자기개발.평생학습 지원, 사이버 멘토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정착단계이나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확산단계 

                                                   (단위: 개소, %) 

근로자 지원제도의 유형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가족문제 및 스트레스 상담 24(58.5) 7(17.1) 10(24.4)

가족문제 전담관리자 배치 30(76.9)  2(5.1) 7(18.0)

근로자가족대상 상담 32(80.0) 3(7.5) 5(12.5)

근로자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 52(62.7)  6(7.2) 25(30.1)

온라인 커뮤니티․사이버 멘토링 9(22.0)  9(22.0)  23(56.1) 

자기개발․평생학습 지원 4(9.5) 8(19.0) 40(71.4)

생애교육프로그램  26(65.0)  6(15.0) 8(20.0) 

사원가족을 위한 여름․주말캠프 18(41.9) 4(9.3) 2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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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하이닉스는 여성대학을 운영, 결혼과 가족, 소비생활 이해, 주거  

    문화, 식문화 등 생활친화적 내용을 대학 교수진이 강의 

 ※ 삼성전자는 열린상담센터에서 3명의 전문상담원이 출산 후 업무복귀  

    불안감, 부부갈등 등 다양한 근로자의 개인..가족문제를 상담 

 □ 경제적 지원제도 

  ○ 자녀학자금 등 일부제도는 정착단계를 지나 심화단계로 진입하였  

     으나 보육. 출산 관련 지원은 확산단계 

                                                   (단위: 개소, %)

 

경제적 지원제도의 유형 제도없음 시행저조 잘시행됨

보육비 지원 48(57.8)  5(6.0) 30(36.1) 

출산장려금 지급 26(63.4) 2(4.9) 13(31.7)

유사산휴가 급여 지원 19(46.3) 2(4.9) 20(48.8)

자녀학자금 지원 2(4.8) 0(0.0) 40(85.2) 

탁아..간병비,의료비 대출..지원 22(56.4) 5(12.8) 12(30.7)

주택마련비용 지원 6(14.3) 7(16.7) 29(69.1)

 ※ 동문건설은 자녀출산 시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지원 

출처: 유계숙..전혜정..최성일..김병석..장보현..한지숙(2006).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

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국내 민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시행

도와 근로자의 제도 이용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정부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제도화하고, 기

업은 이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수준에 그치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사

회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IBM(탄력근무제도), 유한킴벌리(근로자를 위한 상담), 아모레퍼시

2) 직장인의 66%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도입에 전혀 또는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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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직장내보육시설.육아휴직 시 추가급여), 팬택(가족건강.교육지원.법률 상

담) 등 소수의 기업이 선제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전

반적으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나. 공공기관 추진현황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파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의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국민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 당해왔다(권오성 

외, 2006). 또한, 공공기관 내에서도 자산과 근로자 정원, 담당업무에 따라 

근무환경과 복지수준, 평균보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공

공기관의 독특한 사례가 공공기관 전체의 실태인 것처럼 왜곡 및 확대 보

도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상의 임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정한 규정 내에서 지정.고시되며, 

예산 및 인력운영, 평가에 이르는 운영전반에 있어 관리를 받게 되었다.

  먼저, 공기업 중 시장형은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제도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준시장형의 경우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준시장형 공기업 내에서도 기관의 업무 특성 상 상대적으로 여성 근로자

의 비율이 낮은 기관에서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으나, 위탁집행형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제도의 활발한 시행이 있었

다. 이는 공기업의 공익추구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원보

다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과 민간의 시선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아닌 각 기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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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이는 현재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을 분류하였을 때, 전체 298

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97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일정한 패턴보다는 개별 기관의 특징이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활발히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타공공기관에 비해 예산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수익성 

창출에 초점을 두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구체적으로 제도별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적 지원, 휴가.휴직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육비를 보조하는 기관은 드물었다. 현

행법상 보육시설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보육

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적었

다. 반면, 휴가.휴직제도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 외에도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에 대해 검진휴가, 희망부서 

우선 배치 및 일직근무 제외,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많은 

배려를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업무공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력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 

(2) 준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시행에 있어 활발히 운영하는 곳

과 일부 제도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양극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관

의 목적이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수익성 창출에서 자유롭고, 여성비율이 

적은 곳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이 미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별

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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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지원제도보다는 상대적으

로 휴가.휴직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의 경우 시장형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육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출산장려금이나 가

족수당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경제적 지원제도의 시행이 미비한 것은 추

가비용추가에 대한 각 기관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휴가.휴직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현행법을 준수하며, 법정 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고,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휴게실 설치 등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었다.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하여 가족친화제

도가 출상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제도별로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의 경우 준시장형 공기업과 마찬

가지로 경제적 지원보다는 휴가.휴직제도를 장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

관에서 법정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법

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기관 자체에

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에 포함

되는 제도들을 실행함에 있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전체 298개의 공공기관 중 약 20%를 차지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4

개 기관)에서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가족친

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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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공공

기술연구회, 예술의 전당, 88관광개발 등 197개 기관이 속한다. 기타공공

기관에는 주무부처와 규모, 담당업무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

큼 각 기관별로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제3절 일가정 양립정책 국제비교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은 만혼화 내지 비혼화 등 결혼행태와 함께 

가족의 변화와도 연동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환

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로 노동시장과 가족생활에서의 성 형평성 즉, 일-가정 

양립 정도가 결혼과 출산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기도 하다. 즉,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하여 돌봄 노동의 공백이 커짐

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일과 가정 간의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만혼화·비혼화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

한 실정과 달리,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른 저출산정책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일가정양립 수준은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일가정양립 제

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대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일가정양립정책은 궁극적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

시키면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메커니즘은 양성평등을 매개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간에 밀접한 관

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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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전후휴가

  우선, 산전후휴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OECD국가들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산전후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

은 다른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는 산전후휴가는 도입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휴가나 근로시간단축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은 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영어권

에 속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기보

다 일반적인 휴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산전후휴가 수혜대상의 경우 OECD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근로자

에 집중하는 경향이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다

양한 종사상지위를 대상으로 하며, 더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자들

도 산전후휴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자영

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을 스위스에서는 근로자, 

자영업자 혹은 출산당시 실업급여나 장애급여 수급자 등을 포함한다. 스

페인도 산전후휴가 대상으로 보험미가입자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주로 북유럽국가들이나 불어권국가에서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종사상지위(자영업)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산전후휴가

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산전후휴가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90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

나 많은 OECD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산전후휴가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태수

(쌍둥이 등)에 따라 산전후휴가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는 작업환경이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 필요한 경우 산전

휴가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조

산, 다태아 출산, 제왕절개 등의 경우 산후휴가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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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일부 국가들은 다자녀나 다태아에 대해 산전후휴가 기간을 추

가해주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어느 특정한 권역의 특성이

라기보다 국가별 고유한 정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전후휴가 사용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후휴가는 

90일간으로 최소한 45일간을 산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OECD 대부

분 국가들도 산전후휴가를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하되, 반드시 일정 

기간을 산후에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산전휴가를 일

정기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들의 경우 산전후휴가 사

용자의 상황에 따라 산전휴가와 산후휴가 기간을 보다 융통성 있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스페인에서는 16주 산전후휴가 기간 중 

10주는 단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하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는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하되 일정기간을 산후휴가로 사용하게 

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OECD국가 대부분은 산전후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에서는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의 경우 

일부기간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는 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제공하되, 사회보험가입자에게는 일부 지급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수급자에 대해 모성수당을 지

원하기도 한다.

  여섯째, 많은 OECD국가들은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실시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

드 등은 통상임금의 100%, 영국은 90%,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아일랜

드 등은 통상임금의 80%, 핀란드는 고용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60~100%, 캐나다는 55%, 벨기에는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정률제를 적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다(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국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

다. 전체적으로 혹은 일부 계층에 대해 정액제로 지급하는 국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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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독일에서 보험미가입자 혹은 자격 불충분자, 이탈리아에서 실직자, 

불규칙근로자, 보험미가입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종합하면, 극히 일부 국

가들을 제외하면 상한제를 설정하여 산전후휴가 급여를 정률제로 적용하

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액제를 지급하는 경

우에도 주로 특수계층(주로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도 

취약계층의 출산관련 부담을 적절하게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곱째,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주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

일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6년

부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캐

나다에서는 고용주가 보험 지급액과 실제 임금간의 차액을 보전해주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보

상해주고 있다. 즉, 국가가 고용주에게 환급해주는 정도는 92%이며, 중소

기업(국가보험에 연간 45,000￡이하를 납입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100%를 보상해주고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로 4.5%를 지원하고 있다. 아일

랜드에서는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산전후휴가 동안의 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동안의 급여와 임금간의 차액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요컨대, 사회보험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일부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이에 대해 국가의 보

상시스템도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은 고

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경

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물론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도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기도 전에 혹은 받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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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고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스웨

덴 등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업자를 포함하는 

경우(독일 등),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경우(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보험 

미가입 등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 다양

하다. 호주도 무급이나 임시일용직의 경우도 휴직대상이 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자녀가 6세 될 때까지 1년간(여성공

무원의 경우 6세 될때까지 3년)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적게는 3

개월(13주)에서 많게는 3년간이며, 사용가능기간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

지부터 8세까지로 나타난다. 물론, 다태아(스웨덴, 핀란드 등), 한부모(노

르웨이, 독일 등), 입양아, 장애아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사용가능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자녀가 3

세가 될 때까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많은 OECD 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전일제뿐만 아니라 시간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3/4, 1/2, 1/4, 1/8등), 노

르웨이(평상 근로시간의 50%, 60%, 75%, 80%, 90%), 벨기에(반일제, 

20% 단축제), 오스트리아(전일제, 반일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

히 전일제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탄력적 육아휴직제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중

요할 수 있다.

  넷째, 육아휴직에 대한 부의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와 모는 독립적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

부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육아휴직기간을 부와 모가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부와 모에 동등한 혹은 서로 

다른 휴직기간을 할당하고, 어느 한쪽이 사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사

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등). 심지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부와 모가 각각 일정기

간(60일)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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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육아휴직을 유급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포르투갈, 영국 등 일부 국가들에

서는 휴직을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에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추가기간은 무

급(노르웨이) 혹은 감액분(스웨덴)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휴직

기간을 연장해주되, 총 급여액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대체수준에 가까운 휴직급여를 제공

하고, 추가 사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는 등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휴직 동안 정액제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많은 OECD 국가들은 정률제 혹

은 정률제와 정액제의 혼합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정률제를 적용하는 경

우에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고 혹은 최저 한도액을 정하

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상임금의100%(최소·최대 한도액), 노르웨이의 경

우 54주간 80%(44주간 100%), 스웨덴의 경우 80%(390일간)와 정액제(90

일간), 캐나다의 경우 55%, 덴마크의 경우 육체노동자 54%, 비육체노동자 

30% 등이다. 이탈리아는 총 11개월 육아휴직기간 동안 6개월은 평상임금

의 30%, 5개월은 무급으로 제공한다. 다만, 벨기에에서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일부 고용주들은 고용보험

과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해 주기도 한다. 요컨대, 많

은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상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한액 혹은 하한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이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직급

여의 사회적 불평등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복귀에 대해 살펴보면, OECD 국

가들은 대체적으로 휴가 혹은 휴직 이후 직장 복귀는 물론 동일 직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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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위 등)을 보장해주고 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프랑스, 스페인, 미

국 등에서는 동일직급 복귀를, 아일랜드 등에서는 동일직급이나 유사직급 

복귀를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에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동일 직위 복귀를, 그리스에서 유사 직업 복

귀를, 미국, 영국 등에서 동일직급 혹은 유사 직급 복귀를, 그리고 호주 

등에서 동일지위 복귀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고용주는 

산전후휴가 동안 근로자의 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휴가 혹은 휴직후 동일 직급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고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

향이 있다.

 3. 아버지 휴가(Paternity leave)

  아버지 휴가의 경우, 국가별로 휴가기간, 휴가시기, 법적 보장(의무화, 

유·무급) 등 몇 가지관점에서 유사성과 함께 부분적인 특이성이 나타난다. 

우선, 아버지휴가는 여성의 산전후휴가가 오랜 기간 OECD 국가에서 널

리 사용된 것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아버지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OECD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 중에서도 임금대체율이 100%인 국가는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등)에 불과하다. 벨기에의 경우 전체 휴가기간 

10일 중 3일은 의무휴가로 평상시 임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나머지 7

일은 본인의 건강보험료에서 평상시 임금의 82%를 받는다(공무원은 평상

시 임금 전액 수령). 대체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버지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기를 희망하는 남성들이 휴가 중 

일부기간을 무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로, 호주의 경우 52주 중 1주(무

급), 뉴질랜드 1~2주간(무급), 캐나다 3일~5주(임금의 70~75% 수준), 영국 

1~2주(평균임금의 90%나 123.06￡중 적은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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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버지휴가 기간을 살펴보면,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휴가기간은 10

일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긴 특징이 있다. 불어권국가들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휴가기간이 다소 짧은 10일 정도이다. 독일어권 국가들의 아버지휴

가 기간은 더욱 짧은데, 네덜란드에서 2일간만을 제공하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들도 아버지휴가 기간이 비교적 짧은 특징을 보인다(그리스 3일, 포

르투갈 5일, 스페인 2~13일).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의 아버지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대신 여성의 산전후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도 여성의 산전후휴가중 남은 기간을 

남성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다태아 등의 경우에 아버지휴가를 연장하는 

국가들이 있다. 예로, 프랑스(18일까지 연장), 스페인(2일 추가) 등이다. 자

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휴가기간을 제공해주고 있다(프

랑스, 영국 등).

  넷째, 아버지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출산직후 여성

의 산전후휴가기간이다. 이에 따라, 아버지 휴가는 연기해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휴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핀란

드의 경우에는 휴가를 180일 이내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벨기에에서는 아버지휴가 10일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아버지휴가를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사용이 가능하여, 

산전후휴가와 동시에 혹은 산전후휴가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반대로 격차

가 큰 국가는 대체로 찰산율에서 하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노동시장의 

성평등도와 출산율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과성을 논증할 만큼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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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일가정 양립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시행자의 입장인 인사담당자와 제도 수혜자의 입장인 근

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제도의 수용

성 정도를 실증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일가정양립정책의 인지 및 활용

정도를 통해 기업의 제도운영 실태와 수용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설문조사와 인

터뷰를 혼합한 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근로자의 출

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근로자 개인이 인지하는 일가정 양립의 정도는 출산의도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셋째,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각에 여러 가지 상황요인들(최고경영

자의 철학, 조직지원분위기, 상사의 지원등)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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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기관 B기관 C기관

기관유형 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 근로자수 3,426명 1,435명 1,982명

여성근로자수(비율) 342명(10%) 194명(14%) 404명(20%)

육아휴직

사용인원

여성 근로자 20명 35명 37명

남성 근로자 1명 19명 4명

시차출퇴근제 이용인원(비율) 837명(24%) - 209명(11%)

시간제 채용(비율) 39명(1%) 4명(0.3%) 16명(0.8%)

제2절 자료수집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통해 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개별적으로 수행될 경우 발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양적연구

  3개 공공기관 대상 직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공

공기관은 여직원 비율이 10%, 14%, 20%의 비율로 차등화된 3개 공공기

관을 선택하였다. 

< 표 4 > 조사대상 기관의 특징

                                                    (‘15.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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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설문문항 
구성개념 문항 척도

일가정

적합성

 1)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2)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3)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4)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5) 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 진다

 6) 일을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8)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9)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서열척도

(4점척도)

모성보호

조치 

인지도 

및

 활용도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수유시간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서열척도

(4점척도)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1) 원격 및 재택근무

2) 시차 출퇴근제

3) 집중 근로시간제

4) 직무공유

5)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6) 배우자 출산휴가

7) 태아검진휴가

8) 가족간호휴가

9) 불임치료휴가

10) 입양휴가

11)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12)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13) 보육비 지원

14) 출산장려금

 15) 가족 간병비 지원

서열척도

(4점척도)

제도이용

경험갯수

 1) 모성보호조치

 2)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서열척도

출산에 

효과적정책

 1) 모성보호조치 중 1,2,3순위

 2)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중 1,2,3순위
명목척도

출산자녀수  1) 0명  2) 1명  3) 2명  4) 3명  5) 4명이상 서열척도

향후
출산계획

 1) 있다    2)없다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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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평균 표준 편차

 1)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2.14 .680

 2)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50 .674

 3)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2.20 .856

 4)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2.10 .660

 5) 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 진다 2.17 .635

 6) 일을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2.09 .639

< 표 6 >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3 65%

여성  73 35%

연령
40세 미만  86 41%

40세 이상 122 59%

근속연수
10년 미만 125 60%

10년 이상  83 40%

혼인상태
미혼  41 21%

기혼 165 89%

배우자 취업
외벌이  82 40%

맞벌이 124 60%

1) 일․가정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의견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대한 이슈는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의 일에 대한 투자시간이 높아 일 

가정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이 삶에 보람과 

활력을 주고 일로 인해 가족에게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의견이 더 많았다. 가족의 존재가 일가정 간 긍정적 효과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수준은 일가정을 강화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배려와 지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 각각에서 몰입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표 7 > 일가정 균형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견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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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14.9 57.7 25.5 1.9

 2)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6.3 41.8 48.1 3.8

 3)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20.5 46.3 25.4 7.8

 4)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14.9 63 19.7 2.4

 5) 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 진다 10.6 64.3 22.7 2.4

 6) 일을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14.9 65 20.7 1.4

 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13.5 64.7 19.3 2.4

 8)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23.1 60.1 14.9 1.9

 9)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14.9 67.8 16.3 1.0

 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11 .645

 8)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1.96 .676

 9)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2.03 .593

내 용

성별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남

(133)

녀

(73)

미혼

(40)

기혼 

(166)

해당

(125)

비해당

(83)

t값 t값 t값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비율이 72.6%로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에는 혼인한 여성으로 맞벌이가 더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 표 8 > 일가정 균형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견 응답비율

  

  기혼여성으로 맞벌이인 경우,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 등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근로자들의 직장생활

과 출산․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 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의 조치가 근

로자들의 책임과 참여를 제고시킬 것이며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가족문제

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 표 9 > 일가정 균형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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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2.17 2.08 2.29 2.10 2.14 2.15

0.988 1.598 -0.012

 2)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54 2.42 2.78 2.43 2.38 2.68

1.187 2.921** -3.233**

 3)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2.30 2.04 2.53 2.13 2.06 2.44

2.077** 2.707*** -3.246**

 4)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2.14 2.01 2.22 2.06 2.13 2.04

1.268 1.421 0.984

 5) 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 진다
2.15 2.18 2.27 2.13 2.20 2.10

-0.287 1.272 1.173

 6) 일을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2.06 2.11 2.12 2.07 2.13 2.00

0.450 0.192 1.513

 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13 2.03 2.07 2.10 2.17 1.98

1.241 -0.572 2.324**

 8)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1.78 2.29 2.10 1.93 2.03 1.85

-5.488* 1.188 1.867

 9)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1.96 2.14 2.12 2.00 2.04 2.00

-1.951 0.843 0.573

내 용

연령 근무경력

40세미만

(83)

40세이상

(125)

10년미만

(122)

10년이상

(86)

 1) 가족이나 여가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2.24 2.02 2.27 2.07

2.309** 2.215**

 2)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50 2.49 2.52 2.48

0.021 0.503

 3) 자녀양육으로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
2.13 2.31 2.13 2.25

-1.538 -1.031

 4) 일을 하는 것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2.15 2.00 2.21 2.01

1.503 2.094**

 5) 일을 함으로서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 진다
2.27 2.00 2.30 2.07

2.931** 2.580**

 6) 일을 하여 가족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2.15 2.01 2.18 2.03

1.598 1.673

 7)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2.15 2.04 2.17   2.06

1.039 1.063

 8)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2.04 1.84 2.04 1.91

1.984** 1.193

 9)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2.08 1.95 2.12 1.97

1.629 1.938

  *P<0.01,  **P<0.05,  ***P<0.1

  40세 이상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가정생활 및 자녀양육 등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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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평균
표준 

편차

 1) 산전후휴가 1.60 .652

 2) 육아휴직 1.58 .654

 3) 수유시간 2.73 .827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39 .809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    

  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52 .828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43 .871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04 .864

정 갈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일의 두 가지 역할 

수행이 서로 상반되거나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일가정 갈등, 직무만족, 직

무몰입, 개인성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기업성과 향상을 

막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동적인 법규준수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욕구

에 관심을 가지며, 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가정양립 정책의 기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2) 모성보호 조치의 인지도

  모성보호조치의 인지도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임신한 여성

에게 야근근무․휴일근무․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임신한 여

성․출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

환 시행, 태아검진 휴가 제공,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제공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1=잘 알고 있다~4=전혀 모른다’에 대한 응답을 근거

로 측정하였다. 

  

< 표 10 > 모성보호조치 인지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모성보호조치의 개별제도들 중에서 산전후휴가(평균 1.6)와 육아휴직

(1.58) 제도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과근무제한(2.39), 

태아검진 휴가(2.43), 유사산휴가(2.04)는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유시간(2.73), 작업전환 시행(2.52) 제도의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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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잘 

알고 

있다

②대체

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 산전후휴가 48.6 43.3 7.7 0.5

 2) 육아휴직 50.5 41.3 7.7 0.5

 3) 수유시간 9.7 22.2 53.6 14.5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13.9 39.9 39.4 6.7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11.5 34.6 43.8 10.1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15.9 35.1 39.4 9.6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9.8 41.3 23.6 5.3

내 용

성별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남

(133)

녀

(73)

미혼

(40)

기혼

(166)

해당

(124)

비해당

(82)

t값 t값 t값

 1) 산전후휴가
1.63 1.55 1.98 1.51 1.47 1.79

0.799 4.547* -3.593*

 2) 육아휴직
1.61 1.52 1.93 1.49 1.46 1.77

0.925 4.153* -3.482**

다. 수유시간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수유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수유공간도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데 휴게실과 별도로 수유공간을 제

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모성보호조치의 대부분의 제도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 조치의 

일부 항목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11 > 모성보호조치 인지도에 대한 응답비율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제도는 산전후휴가(91.9%), 육아휴직(91.8%), 유․사산 휴가제공(71.1%), 

초과근무 제한(53.8%), 태아검진 시행(5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정 제

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31.9%), 초과근무 제한(46.1%)은 인지도를 높이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표 12 > 모성보호조치 인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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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유시간
2.77 2.66 3.12 2.63 2.63 2.89

0.952 3.663* -2.215**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  

    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42 2.34 2.80 2.29 2.25 2.62

0.664 3.873* -3.181**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52 2.55 2.73 2.48 2.48 2.60

-0.240 1.669 -0.962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53 2.23 2.61 2.38 2.35 2.54

2.348** 1.860 -1.542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16 1.84 2.61 1.90 1.84 2.36

2.528** 5.290* -4.245*

내 용

연령 근무경력

40세미만
(125)

40세이상
(83)

10년미만
(86)

10년이상
(122)

t값 t값

 1) 산전후휴가
1.70 1.46 1.81 1.45

2.618** 4.107*

 2) 육아휴직
1.67 1.45 1.79 1.44

2.472** 4.005*

 3) 수유시간
2.84 2.56 2.87 2.63

2.402** 2.110**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  

    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50 2.23 2.47 2.34

2.357** 1.134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67 2.30 2.56 2.50

3.235** 0.498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50 2.32 2.58 2.32

1,553 2.154**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11 1.95 2.26 1.90

1.411 3.037**

  *P<0.01,  **P<0.05,  ***P<0.1

  

  모성보호조치 인지도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수유시간, 초과근무 제한

의 경우, 기혼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인지도가 높았으며 태아검진 및 유․사산 

휴가의 경우 기혼여성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모성보호

조치 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기혼여성과 맞벌이 남성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된다.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경험으로 제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모성보호 조치의 활용도

  모성보호조치의 인지도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임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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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활용률이 

매우 낮다

② 활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③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④ 활용률이 

매우 높다

 1) 산전후휴가 2.4 8.2 45.7 43.8

 2) 육아휴직 2.9 8.2 54.8 33.7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1) 산전후휴가 3.31 .723

 2) 육아휴직 3.20 .705

 3) 수유시간 1.93 .660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제한
2.38 .814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45 .809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45 .797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71 .845

에게 야근근무․휴일근무․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임신한 여

성․출산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

환 시행, 태아검진 휴가 제공,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제공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1=활용률이 매우 낮다~4=활용률이 매우 높다’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 표 13 > 모성보호조치 활용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모성보호조치의 개별제도들 중에서 산전후휴가(평균 3.31)와 육아휴직

(3.20) 제도는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초과근무제한(2.38), 작업전환 

시행(2.45), 태아검진 휴가(2.45), 유사산휴가(2.71)는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유시간(1.93)의 활용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유

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1년 이상 육아

휴직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활용도가 가장 낮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와 활용도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근로자의 인지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표 14 > 모성보호조치 활용도에 대한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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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유시간 24.6 59.1 15.3 1.0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11.6 48.8 30.0 9.7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 전환 시행
9.1 47.6 32.2 11.1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10.1 43.8 37.0 9.1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6.8 34.3 40.6 18.4

내 용

연령 근무경력

40세
미만
(125)

40세
이상
(82)

10년
미만
(86)

10년
이상
(122)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성보호조치 활용도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 제도는 산전후휴가(89.5%), 육아휴직(88.5%)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사산 휴가제공(71.1%), 초과근무 제한(53.8%), 태아검진 시행(51%) 순이

며 수유시간(31.9%) 제도의 활용률은 매우 낮거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유시간은 1년 이상 육아휴직자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제도이다 보니 활

용도가 가장 낮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 표 15 > 모성보호조치 활용도 비교

내 용

성별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남
(133)

녀
(73)

미혼
(40)

기혼
(166)

해당
(124)

비해당
(82)

t값 t값 t값

 1) 산전후휴가
3.32 3.30 3.22 3.34 3.28 3.37

0.137 -1.084 -0.895

 2) 육아휴직
3.19 3.23 3.20 3.21 3.18 3.24

-0.437 -0.039 -0.663

 3) 수유시간
1.98 1.83 1.83 1.96 1.94 1.91

1.563 -1.432 0.327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41 2.33 2.39 2.38 2.34 2.44

0.673 -0.047 -0.837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52 2.36 2.46 2.46 2.40 2.55

1.314 -0.055 -1.332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38 2.62 2.56 2.44 2.45 2.49

-2.097** 0.566 -0.391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77 2.64 2.44 2.79 2.74 2.70

0.982 -2.7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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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유연근무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2.20 .985

시차 출퇴근제 2.13 .848

집중 근로시간제 2.26 .968

t값 t값

 1) 산전후휴가
3.23 3.42 3.16 3.41

-1.863 -2.455**

 2) 육아휴직
3.11 3.30 3.04 3.29

-1.949 -2.414**

 3) 수유시간
1.83 2.08 1.86 1.97

-2.631** -1.253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30 2.48 2.30 2.42

-1.594 -0.936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32 2.58 2.34 2.48

-2.570** -1.372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2.40 2.48 2.36 2.48

-0.975 -1.214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2.56 2.90 2.52 2.81

-3.166** -2.708**

  *P<0.01,  **P<0.05,  ***P<0.1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공의 경우, 기혼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높

은 활용도를 보였다. 모성보호조치 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기혼여성과 맞벌이 

남성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 및 육아경험을 가진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제도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인지도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직무공유, 풀타임전환제,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가, 불임

치료휴가, 입양휴가,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육아휴직 

분할사용제도, 보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가족간병비 지원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1=잘 알고 있다~4=전혀 모른다’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 표 16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인지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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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공유 2.69 .927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2.17 .930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1.51 .638

태아검진휴가 2.29 .901

가족간호휴가 2.44 .900

불임치료휴가 2.61 .868

입양휴가 2.52 .959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2.75 .919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50 .963

경제적 

지원제도

보육비 지원 2.04 .857

출산장려금 1.94 .853

가족 간병비 지원 2.70 .920

내용
제도 
없음

제도 있음

① 잘 
알고 
있다

②대체
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유연근무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12.5 13.0 31.3 32.7 4.8

시차 출퇴근제 12.0 18.8 38.0 26.4 3.4

집중 근로시간제 10.1 10.1 34.6 33.7 5.8

직무공유 11.5 2.9 15.4 55.3 9.6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5.3 17.8 36.5 31.7 4.8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0.5 52.9 39.9 5.3 0.5

태아검진휴가 1.0 20.2 33.7 37.5 6.7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제도 없음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10%를 넘어 기업

내 유연근무제도의 정착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휴가휴직 제도는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

나고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불임치료휴가, 입양휴가,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가족간호휴가 순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경제적 지원제도의 경우, 출산 장려금 및 보육비 지원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가족 간병비 지원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 표 17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인지도에 대한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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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휴가 1.9 15.9 28.8 43.8 8.7

불임치료휴가 2.4 10.6 25.5 49.0 11.5

입양휴가 1.9 15.9 26.0 41.3 13.9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5.8 6.7 22.6 44.7 18.3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9 16.3 24.0 43.3 12.0

경제적 

지원제도

보육비 지원 1.0 25.0 42.3 26.4 3.4

출산장려금 1.0 32.7 39.9 22.1 3.4

가족 간병비 지원 2.9 8.2 17.8 54.3 13.9

내 용

성별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남
(128)

녀
(66)

미혼
(40)

기혼
(164)

해당
(122)

비해당
(82)

t값 t값 t값

유연근무

제도

1) 원격 및 재택근무
2.29 2.02 2.38 2.16 2.16 2.26

-1.724 3.462 -0.731

2) 시차 출퇴근제
2.20 2.00 2.44 2.07 2.05 2.28

-0.565 2.145** -0.711

3) 집중 근로시간제
2.36 2.14 2.47 2.25 2.21 2.42

-0.463 2.024** -0.534

4) 직무공유
2.74 2.58 2.56 2.71 2.62 2.78

-1.393 2.157** -1.002

5)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2.25 2.07 2.16 2.20 2.12 2.29

0.236 2.515** -1.289

휴가휴직

제도

6) 배우자 출산휴가
1.54 1.51 1.72 1.49 1.49 1.59

-0.399 1.385 -0.295

7) 태아검진휴가
2.46 1.96 2.56 2.24 2.22 2.42

4.752* 1.101 -1.366

8) 가족간호휴가
2.64 2.09 2.75 2.40 2.37 2.61

4.437* 1.981** -2.286**

  시차 출퇴근제는 기혼이면서 맞벌이에게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휴가휴직제도가 제도의 직접 사용자인 

기혼여성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

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표 18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인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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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임치료휴가
2.72 2.37 2.81 2.56 2.55 2.70

2.150** 1.601 -0.937

10)입양휴가
2.60 2.32 2.66 2.48 2.45 2.59

2.572** 0.909 -1.155

11)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2.80 2.65 2.69 2.76 2.80 2.67

0.424 -0.324 1.967***

12)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63 2.16 2.59 2.45 2.42 2.57

3.208** 1.348 -1.192

경제적 

지원제도

13)보육비 지원
2.08 1.88 2.38 1.93 1.97 2.07

0.147 2.363** -0.772

14)출산장려금
1.96 1.89 2.31 1.85 1.89 2.01

-0.448 3.359** -1.593

15)가족 간병비 지원
2.82 2.54 2.88 2.70 2.75 2.71

0.875 1.970 0.370

내 용

연령 근무경력

40세미만
(124)

40세이상
(82)

10년미만
(84)

10년이상
(120)

t값 t값

유연근무

제도

1) 원격 및 재택근무
2.35 1.97 2.47 2.01

2.770*** 2.344**

2) 시차 출퇴근제
2.27 1.94 2.30 2.02

1.431 1.001

3) 집중 근로시간제
2.43 2.09 2.45 2.18

3.102** 2.074**

4) 직무공유
2.77 2.56 2.81 2.60

1.353 1.427

5)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2.29 2.04 2.25 2.15

1.045 1.320

휴가휴직

제도

6) 배우자 출산휴가
1.57 1.47 1.59 1.49

1.308 1.564

7) 태아검진휴가
2.33 2.24 2.40 2.23

1.073 1.419

8) 가족간호휴가
2.58 2.29 2.63 2.34

1.565 1.567

9) 불임치료휴가
2.71 2.44 2.78 2.48

1.899 1.739

10)입양휴가
2.53 2.47 2.49 2.52

-1.167 -1.118

11)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2.81 2.66 2.78 2.73

0.273 -0.095

12)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49 2.46 2.56 2.41

-1.437 0.738

경제적 13)보육비 지원 2.10 1.89 2.1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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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균 표준편차

유연근무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1.64 .655

시차 출퇴근제 1.97 .863

집중 근로시간제 1.80 .768

직무공유 1.66 .667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1.79 .731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3.00 .888

태아검진휴가 2.39 .829

가족간호휴가 1.99 .726

불임치료휴가 2.02 .769

입양휴가 1.94 .752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1.87 .727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26 .888

경제적 

지원제도

보육비 지원 2.92 .881

출산장려금 3.03 .867

가족 간병비 지원 2.16 .813

지원제도

1.036 2.088**

14)출산장려금
2.00 1.84 2.10 1.82

1.000 2.071**

15)가족 간병비 지원
2.74 2.71 2.84 2.66

0.134 1.200

 *P<0.01,  **P<0.05,  ***P<0.1

5)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활용도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활용도 중 유연근무제도는 휴가휴직제도나 경제적 

지원제도에 비해 제도 활용도가 낮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적인 출산

정책으로 원격 및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꼽고 있어 출산정책을 촉

진하는 정책수단으로 유연근무제도의 적극적 제도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인다.  

< 표 19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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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인지도가 높은 제도의 경우 활용도도 높아 제도

의 인지도가 높으면 근로자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들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제도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모성보호조치와 상반되게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남성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

서 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업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제도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20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도에 대한 응답비율

내용

제도 있음

① 활용률이 

매우 낮다

② 활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③ 활용률이 

높은 편이다

④ 활용률이 

매우 높다

유연근무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43.9 49.7 4.6 1.7

시차 출퇴근제 32.0 44.2 17.7 6.1

집중 근로시간제 36.4 51.4 7.5 4.6

직무공유 41.9 51.7 4.1 2.3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35.4 52.4 9.0 3.2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5.4 23.0 37.3 34.3

태아검진휴가 11.5 49.0 28.6 10.9

가족간호휴가 21.8 61.7 11.7 4.8

불임치료휴가 23.0 58.1 13.1 5.8

입양휴가 26.9 57.0 11.4 4.7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30.2 55.5 11.0 3.3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19.1 46.3 23.9 10.6

경제적 

지원제도

보육비 지원 6.9 22.3 42.6 28.2

출산장려금 5.6 19.7 40.9 33.3

가족 간병비 지원 18.4 56.4 16.8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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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성별 혼인상태 맞벌이 여부

남
(111)

녀
(50)

미혼
(30)

기혼
(131)

해당
(106)

비해당
(69)

t값 t값 t값

유연근무

제도

1) 원격 및 재택근무
1.68 1.54 2.38 2.16 1.63 1.65

1.349 1.349 -0.362

2) 시차 출퇴근제
2.01 1.82 2.44 2.07 1.93 1.98

0.727 0.727 1.009

3) 집중 근로시간제
1.88 1.54 2.47 2.25 1.73 1.84

1.980** 1.980** -0.672

4) 직무공유
1.73 1.56 2.56 2.71 1.69 1.65

1.640 1.640 -0.197

5)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1.86 1.62 2.16 2.20 1.80 1.76

1.094 1.094 0.438

휴가휴직

제도

6) 배우자 출산휴가
3.04 2.82 1.72 1.49 3.02 2.89

2.059** 2.059** -1.245

7) 태아검진휴가
2.32 2.46 2.56 2.24 2.38 2.35

-1.642 -1.642 -0.578

8) 가족간호휴가
1.97 2.04 2.75 2.40 1.96 2.05

-1.129 -1.129 -0.216

9) 불임치료휴가
2.05 1.96 2.81 2.56 2.00 2.05

0.008 0.008 -0.859

10)입양휴가
1.94 1.90 2.66 2.48 1.96 1.87

-0.379 -0.379 -0.494

11)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1.88 1.78 2.69 2.76 1.83 1.89

0.081 0.081 0.603

12)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11 2.36 2.59 2.45 2.21 2.14

-2.749*** -2.749*** -0.446

경제적 

지원제도

13)보육비 지원
2.90 2.94 2.38 1.93 2.93 2.89

-0.348 -0.348 -1.936

14)출산장려금
2.97 2.90 2.31 1.85 3.04 2.81

-0.047 -0.047 -2.551**

15)가족 간병비 지원
2.08 2.26 2.88 2.70 2.16 2.10

-1.657 -1.657 -1.927

내 용

연령 근무경력

40세미만
(115)

40세이상
(77)

10년미만
(77)

10년이상
(115)

t값 t값

유연근무

제도

1) 원격 및 재택근무
1.64 1.64 2.47 2.01

0.539 0.166

2) 시차 출퇴근제 1.89 2.03 2.30 2.02

< 표 21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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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순위 2순위 3순위 중요도

 1) 산전후휴가 35.6 41.3 10.1 2

 2) 육아휴직 56.0 35.3 3.4 1

0.009 0.371

3) 집중 근로시간제
1.67 1.92 2.45 2.18

-1.878 -1.194

4) 직무공유
1.62 1.76 2.81 2.60

-1.196 -0.045

5)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1.73 1.86 2.25 2.15

-0.445 0.647

휴가휴직

제도

6) 배우자 출산휴가
2.93 3.03 1.59 1.49

-0.740 -2.658***

7) 태아검진휴가
2.29 2.47 2.40 2.23

-0.793 -0.829

8) 가족간호휴가
1.92 2.11 2.63 2.34

-1.727 -0.122

9) 불임치료휴가
1.92 2.17 2.78 2.48

-1.888 -0.804

10)입양휴가
1.83 2.06 2.49 2.52

-1.312 0.775

11)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1.82 1.89 2.78 2.73

-0.426 0.088

12)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2.19 2.18 2.56 2.41

0.743 0.216

경제적 

지원제도

13)보육비 지원
2.84 3.02 2.19 1.88

-1.852 -1.637

14)출산장려금
2.92 3.00 2.10 1.82

-0.670 -1.004

15)가족 간병비 지원
2.12 2.17 2.84 2.66

-0.168 -0.236

 *P<0.01,  **P<0.05,  ***P<0.1

6) 모성보호조치 중 효과적인 출산 정책 1~3순위 

  모성보호조치 중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제도로 육아휴직, 산

전휴가, 초과근무 제한 순이라고 응답했다. 모성보호조치는 주로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지원하는 기업경영의 범주에 해당하는 제도로 인지

도 및 활용도가 매우 높은편이다. 

< 표 22 > 모성보호조치 중 효과적인 출산정책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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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유시간 1.0 1.6 8.4 7

 4)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 근무, 휴일근무 또는 1일 2시

간 이상의 초과근무 제한
2.6 10.3 25.1 3

 5)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에게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작업전환 시행
2.6 6.5 15.6 5

 6) 태아검진 휴가 제공 0.5 2.2 29.1 4

 7) 유․사산한 여성에게 유․사산 휴가 제공 1.5 2.7 7.3 6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중요도

유연근무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28.9 12.6 11.3 1

시차 출퇴근제 13.9 19.4 9.1 3

집중 근로시간제 6.2 6.8 6.5 8

직무공유 1.0 1.0 3.2 10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8.2 7.9 9.7 5

휴가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9.8 11.5 8.6 4

태아검진휴가 1.0 1.6 1.6 13

가족간호휴가 0.5 1.0 3.2 11

불임치료휴가 - 2.1 1.6 14

입양휴가 - - - 15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7.2 7.9 8.1 7

육아휴직 분할사용 제도 3.6 4.7 7.0 9

경제적 

지원제도

보육비 지원 17.0 14.1 13.4 2

출산장려금 2.6 7.9 14.0 6

가족 간병비 지원 - 1.6 2.7 12

  
7)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중 효과적인 출산 정책 1~3순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기업내에 도입될 경우 효과적인 출산정책으로 1

위부터 3위까지 ‘원격․재택근무’, ‘보육비 지원’, ‘시차출퇴근제’로 조사되

었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제도없음 비율이 10%가 넘었고 인지도와 활

용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 출산정책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가정 양

립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현주소가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기업경영의 수준

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으로 확대되지 않은 상

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 표 23 >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중 효과적인 출산정책 응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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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산계획 빈도 비율(%)

미혼

35세 이하
있다 22 68.8

없다 10 31.3

36세 이상
있다 1 14.3

없다 6 85.7

기혼

35세 이하
있다 26 61.9

없다 16 38.1

36세 이상
있다 12 10

없다 108 90

합계
있다 61 29.3

없다 141 67.8

8) 향후 출산계획 

  향후 출산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35세 이하로 미혼은 68.8%, 기혼

은 61.9%가 출산계획이 있는 반면,  36세 이상 미혼은 14.3%, 기혼은 

10%에 불과했다. 이것은 결혼 적령기 대상과 출산가능 기혼여성에게 자

녀 출산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다른 직업군보

다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아 일가정양립정책이 출산의지

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24 > 향후 출산계획

9) 출산기피 사유

  응답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요인은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양육부담, 그리고 자녀양육이 일가정 양립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수동적인 법규준수

를 지양하고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이 효과적인출산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

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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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과도한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50.4 40.9 8.0 0.7

2)자녀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32.1 47.1 16.9 2.9

3)자녀로 인해 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1.8 51.1 18.8 8.3

4)자녀로 인해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때문이다 18.0 46.6 27.1 8.3

5)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나 장애아가 태어날까 두렵
기 때문이다

4.6 12.2 47.3 35.9

6)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때문이다 1.5 6.2 38.5 53.8

< 표 25 > 출산기피 사유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  용 평균 표준편차

1)과도한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1.25 .437

2)자녀양육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1.59 .670

3)자녀로 인해 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91 .785

4)자녀로 인해 개인적 시간이나 활동의 제약 때문이다 2.13 .848

5)원치 않는 성별의 자녀나 장애아가 태어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2.25 .847

6)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때문이다 3.14 .802

< 표 26 > 출산기피 사유의 응답비율 

* 1순위 : 1), 2)     2순위 : 3), 4)    3순위 : 4), 5)  

제2절 질적연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제고

하기 위해 3개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하

여 연구진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구조

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비밀보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 과정을 녹취하였으며, 녹음

된 자료를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필사본에 대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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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통해 잠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일차적으로 범주화하였

다. 범주화된 자료를 비슷한 맥락끼리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 주제들을 재

조직화 하였다. 여러번 읽는 과정을 거쳐 의미를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새

로운 내용들이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계에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Miles & Huberman, 1984: 237: Dey, 1993:170-178). 

  인터뷰는 2015.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사담당자 4명, 근로자 9명

(남성 6명,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에 걸친 1:1 인터뷰로 실시되었

으며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에 대한 피면접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녹취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인터뷰시 원만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크베일

(Kvale, 1996: 127-131)이 제안한 도입질문과 조사질문을 활용하였다. 일

가정 균형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과 같이 가벼운 질문을 시작으

로 참가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가정 균형이 생활에서 

가지는 의미와 일가정 균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8세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인 11명

(85%)은 기혼이었다. 맞벌이인 경우는 7명(54%)이었고, 평균 자녀수는 

1.8명이었다. 심층면접에 남성을 포함시킨 것은 일, 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남, 녀 모두의 과제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고정

관념과 관행을 밝혀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 표 27 > 심층면접 대상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의 전반적 특징

조사대상 전체 조사대상 전체

피면접자 유형

(명, %)

인사담당자 4 연령

(명, %)

40대 미만 8

근로자 9 40대 이상 5

성별

(명, %)

남 6 근무기간

(명, %)

10년 미만 3

여 7 10년 이상 10

결혼상태

(명, %)

미혼 2 맞벌이 여부

(명, %)

해당 5

기혼 11 비해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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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념

(1)

개

인

①일과가정

의 균형

가.균형의 지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감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적정 수준 찾기

나.일보다 가정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족중심 생활

퇴근 후 개인시간으로 행복감, 만족도 상승

다.삶의 만족 저하 생활의 여유 및 행복감 저하

라. 제도사용이전세대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죄의식

< 표 28 > 연구 참여자 현황

구 분 성별 연령 직급 결혼상태 근무지 재직기간 자녀수 맞벌이 여부

참여자 1 남 45 과장 기혼 A 21년 2명 비해당

참여자 2 남 46 차장 기혼 A 21년 2명 비해당

참여자 3 여 31 대리 미혼 A 5년 - 비해당

참여자 4 여 44 대리 기혼 A 20년 - 해당

참여자 5 여 39 차장 기혼 B 13년 2명 해당

참여자 6 남 36 차장 기혼 B 4년 2명 해당

참여자 7 남 26 사원 미혼 B 1년 - 비해당

참여자 8 여 42 차장 기혼 B 17년 2명 해당

참여자 9 여 50 차장 기혼 B 27년 2명 해당

참여자 10 여 47 팀장 기혼 B 21년 2명 해당

참여자 11 남 39 과장 기혼 C 12년 1명 비해당

참여자 12 남 39 과장 기혼 C 12년 2명 비해당

참여자 13 여 38 대리 기혼 C 18년 3명 해당

 1)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가정양립 경험에 대한 범주화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인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가정양립 경험은 개인영역, 조직

영역, 조직문화영역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범주화된 결과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개인영역 경험

< 표 29 > 개인영역 경험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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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도사용

가. 제도사용의 한계 
인식의 공유와 시간적 흐름이 필요

제도사용의 강제화 기반 필요

나.일의 부담 가중
단축근로에도 줄지 않는 일의 양

동료직원에게 전가되는 일 

다.복직 후 적응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라.이용자의 열등감 누린 자의 고마움과 조직원에 대한 미안함

마. 대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해소

③출산인식
가.현실적인 제약

직장 보육시설 부족

무책임한 공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나.가치관의 변화 결혼 및 출산의 필요성 보다 개인 삶 중시

④성장 비전 가.일의 가치
일과 가정의 동시 성장이 나의 비전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분야 여성 최초

 ① 일과 가정의 균형

  가. 균형의 지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 어느 한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어

느 한쪽에 치우쳐서 불행하지 않게 갈등하는 과정을 거쳐 균형을 맞추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완전한 균형은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압축하여 사용하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들을 실천

하는 등 이었다. 이들은 일가정양립 제도가 지원이 잘 된다면 출산에 긍

정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은 시소처럼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

기하면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는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불행하지 않게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선례들이 필요하다.  

균형이 맞아야 개인의 행복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서 질을 높이려

고 노력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어느정도 이루어야하고 

아이들도 잘 커야하는데 한쪽이 잘되고 어느쪽이 우열을 따져서 선후가 나온

다고 하면 불균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균형이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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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보다 가정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은 ‘가정중심’의 가치관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

해 민간기관보다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현 세대에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고 노력하며 업무강도가 센 민간기관보다 낮은 수준

의 급여를 받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자들은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되면서 양육책임

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직의 이유 중 한가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서 옮긴 면도 있어서 

지금 직장이 전 직장에 비해서 급여도 작고 회사규모도 작지만 퇴근하고 개

인시간을 갖는다는 면에서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런면에서 일과 삶

의 균형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요소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 삶의 만족도 저하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애들이 크면서 여유는 없어지는 것 같고 행복감이 

같이 줄어드는 것 같다. 찾을려고 하고 있다.

개인생활의 여유와 행복감은 그닥 느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현실상 말뿐이

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바뀌기는 했지만 여자입장에서 볼 때 별로 나아

진 것 같지 않다. 

 라. 제도사용 이전세대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 이전 세대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짊어지고 가야할 부담이 많아 대부분 가족의 일이 

여성의 몫이 많았다. 그러나 직장의 일은 양 조절이 불가능하고 조직현신

의 결여라는 눈칫밥 때문에 가정에서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 질을 어느 정

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여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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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90일간 육아휴직을 썼던 경험자들은 좀 더 보살폈으면 하는 아이들한테 

죄의식이 있다. 요즘은 2년 동안 충분히 양육하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 지금은 육아휴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② 제도사용

 가. 제도사용의 한계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사용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수준이라고 했지만 일부 모성보호조치나 일가정양립지원제도는 

실제 경험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눈치가 보여도 충분히 사용하

는 경우, 조직 환경상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사에게 같이 알리고 홍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직장의 경우, 휴

가나 외출을 사용하게 되면 휴가 결재가 나는 순간 노조에서 이용한 직원의 

직속 상사에게 메일을 발송한다. 휴가시에 출근을 금지하고 쉬고 올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본인이 알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신한 직원이 있다면 부서원 전체한테 

노조 차원의 신경써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교육이나 메일을 보내 조직 전체적

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당이 없어 관심없는 상사한테 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상사가 먼저 얘

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나. 일의 부담 가중

  일차적 육아휴직이 아닌 이차적 육아기 동안 담당업무를 축소하거나 근

무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였다. 일가정양립제도는 급여삭감을 감수하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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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제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아 심적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의 경우,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

되어 그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  

본인은 월급 적게 받게 쓴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곱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 

직원이 하던 일이 주변직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도만 시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시간을 단축하면 

내 업무의 일정부분을 다른 직원이 가져가거나 시간제 비정규직을 쓰거나 등 

업무를 커버해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이 안되다 보니 업무가 그대로여서 직원

에게 부담이다. 급여는 줄어들고 일은 그대로이며 회사에 오면 매일 바빠 불만

을 얘기한다. 

 다. 복직 후의 적응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단절로 이는 향후 승진이나 복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휴직 후 적응을 도와줄 수 있

는 시스템인을 구축하여 원활한 업무복귀 지원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본사에 일이 많은 부서에 복직할 경우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적응을 도와주

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복귀하자마자 업무를 하는 것은 실제적 능력이 

아닌데 평가가 되버리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민하는데 육아휴직 부분에서는 회사입장에서 

부작용은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1~2년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감을 잃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복직교육을 시켜주기에는 고려는 하고 있으나 재정상 여유

가 안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추가되는 측면이 있어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되는게 맞는데 조직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된다. 



- 64 -

 라. 이용자의 열등감

  제도사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동료직원들

에게 민폐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임에도 고마움과 미안함의 감정은 제도사용의 권리측면 보다

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개인측면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열등감처럼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회식 등 나머

지는 피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 조직적 분위기가 덜 형성된 것 같

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자가 쓰면 남자도 써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

각한다. 아이와의 육아시간을 갖는게 남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휴

직을 쓰는 남자직원은 승진누락에 대한 감래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다. 족쇄

처럼 가져가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 대안

  참여자들은 탄력근무라는 대안이 사회적으로 정착된다면 자녀에게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일가정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급여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탄력근무를 쓸 용의가 있으며 직장내 보육

시설의 확대와 조직에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경우 나와야 해서 제도를 선택하여 급여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무시간이 준다고 업무량

이 줄어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는 안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

본적인 나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좋았다.

장거리 출퇴근 직원은 붐비는 시간을 피해 출근 소요시간 단축시켜줘 비효율

적인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한다. 

유연근무제는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은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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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산인식

 가. 현실적인 제약

  양육 환경 조성 미비 및 경제적 문제는 출산에 대한 우려를 낳아 출산

을 기피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직장에서의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결과

이다.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 자식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해 줄 자

신이 없다.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동기 100명중 여

직원 20명중 1명만 결혼했다. 대부분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출산의 필

요성도 못 느낀다. 혼자 벌어서 편하게 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몸도 부실하지만 애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다. 정 결혼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교육비 

감당하기도 힘들고 공교육의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맞벌이인 경우 봐줄 사람이 없거나 각자 개인생활을 즐기려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육아휴직 할 때 아이랑 해외로 나가서 

교육환경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당장 아기 보기가 힘든 문제도 있고 육체

적, 경제적 지원이 과해져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 같다. 

 나. 가치관의 변화

  참여자 중 남성의 경우, 세대에 따른 일가정 조화에 대한 태도 차이가 

현저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일보다 가정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인식

하고 있는 반면, 고연령으로 일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상사의 경우에는 제

도인지를 통해 직원 배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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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념

(2) ① 제도화 가.제도화의 중요성 법적 제도화, 기관 자체의 제도화

균형이 중요하다. 가정이 무너지면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당연히 일보다 

가정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가정이 있기에 일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자아성취를 위해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가정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고 생각한다. 

   

④ 성장비전

 가. 일의 가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가정양립 경험에서 ‘일’이 의미하는 바는 일에 

대한 성취와 보람 등 일 자체의 가치가 있고 조직문화에 따라 또는 제도

의 변화에 의해 경험되는 일의 가치로 구성할 수 있겠다. 

  사회적 성취를 즐기는 성향을 가진 참여자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부를 선택하는 경우는 육아로 

인한 조직에서의 뒤처짐 등 불안을 떨쳐내기 위한 대안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장기간 계획이 아닌 단기간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조직 내에서 비전은 일과 가정이 같이 잘 성장하는 것이 나한테는 비전이다. 

5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장경험이 필요해서 신청했다. 공급분야 및 생산분야의 경험을 

쌓아서 과장진급 되었을 때 본사에 들어가 설비의 기술표준화를 해보고 싶다.

일 만큼은 책임감 있게 하고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 최선을 다한다.  발전하려

면 공부를 계속 해야하는데 쉽지 않다.

   

(2) 제도영역 경험

< 표 30 > 제도영역 경험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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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나.정부정책 방향
일자리 나누기

조직운영을 위한 휴가자 TO 정원 반영

② 제도운영

가.기관의 의지
홍보, 교육 등 조직전체에 공유

관리자 교육으로 제도사용 분위기 조성

나.대체인력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한 지름길

다.평가 연계
제도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 측정 필요

제도 사용시 가점 주는 기준 필요

라.제도의 한계 및 부작용
유연근무제의 한계

제도 악용 사례

③출산의도
가. 인지 및 활용에 따른 

출산의도

제도가 활성화되면 출산이 장려될 것

육아에 대한 시간적 배려는 출산에 도움

직원 스스로 성과 내게금 양립 지원

제도가 의무화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일정비율이상 꼭 쓰게 

제도화가 돼서 여건만 된다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남성 근로자) 

인사부서는 제도적인 부분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

력운용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인

사부서 보다 피부로 와 닿는 현업부서인데 제도에서 법으로 강제로 해버리면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한 자구책은 어떻게든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① 제도화

 가. 제도화의 중요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의 ‘제도화’는 법적 강제규정의 효력으

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제도를 강

제성을 두고 규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권장사항일 경우보다 용이하게 제

도이행을 돕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제도의 도입여

부와 활용여부는 육아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와 관련된 핵심 

법률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에 의

한 제도들이 있어 공식화된 제도의 사용 및 계속 고용과 복지를 위해 유

연한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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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향은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시 비는 시간에 남는 인력을 

더 채용하라는 의미인데 만들 방안이 쉽지 않다. 보완이 안돼서 제대로 활용

이 안된다. 대체인력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본인이 해야할 몫으로 남는다. 그

리고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정원 및 현원관리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조직에 제도만 강요하고 대체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부분은 임신, 출산, 육아TO

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

서 막연하게 노력하자, 인지하자, 알려주자, 배려합시다는 말뿐인 구호이고 구

체적이고 방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관의 노력

이 아닌 정부에서 정원에 반영해줘야 한다.

 나. 정부정책 방향

  일가정양립제도는 정부의 법령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 권장을 유

도하고 있어 도입 및 운영 중에 있으나 부족한 인력의 채용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 구성원들이 부담없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며, 제도 이용자의 업무가 남아있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가되어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역차별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② 제도운영

 가. 기관의 의지

  일가정양립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의 

균형잡힌 일가정양립을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많은 배려와 자유로운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제도화하여 정착시

키려고 하는 회사측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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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라는게 기업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연계되는 것 같다. 

기업에서 쓸 수 있게 유도 해주면 직원들이 알게 되서 쓰게 되는 순환이 되

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아도 소

용이 없다. 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알리는 노력과 제도적 정착을 통해 의무적

으로 쓰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해당직원이 눈치안보고 편하게 사용해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휴가는 다들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해주면 사문화 되버리는 경우가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당당하게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제도는 바쁠 때 “그런 제도가 있냐” 보다는 당연히 한다

는 듯이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활용할 것이다. 활용을 하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내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는 있으나 활용했다 

해서 불이익이 따른다면 활용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

한 방법으로 해당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는 만큼 기업에 가점을 줘서 유도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 휴가사용과 팀장평가를 연계시키는 

사례처럼 유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내실화에 노력한다면 차별, 눈치주지 마라고 하면 금방 자리잡을 것이

고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세심한 배려는 직원의 애사심 향상

과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 대체인력 지원

  C기관은 출산 및 육아휴직이 1년 미만인 경우, 업무공백은 단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조직내 동료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메우고 있었다. 

업무 분장을 통해 동료들이 휴가자의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휴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순환보직을 하여 

다른 정규직 직원으로 채우고, 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에 배

치하여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다. 휴직자는 대부분 조직의 동료들에게 부

담을 주지 않기 위해 휴직기간을 1년 이상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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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자를 못구했을 때는 동료에게 부담이 된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 부

서 조직원들이 선호 안 할 수도 있다. 보안문제 및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가장 일 많이 하는 시기의 여직원들이 빠졌을 때 대체근무가 온다고 해

서 커버하기 쉽지 않다. 미리미리 업무를 동료직원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를 유

지하고 있다. 

복직 시는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내는게 인

사팀의 목표다.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쓰면 비워놓지 않고 다른 직원을 발령낸

다. 1년 이내로 낼 경우 충원을 안해주거나 부서판단에 따라 계약직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무조건 1년 이상을 낸다.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휴직을 했거나 파견

을 갔거나 빠져 있을텐데 신입직원을 뽑을 때 예비합격자를 둬서 어디 부서

에 일시에 임용되고 부족한 현원이 있는 부서에 발령을 내는데 예비합격자를 

직렬별로 5명~10명을 둔다. 그 해에 육아휴직 또는 퇴직자가 있는 부서에 예

비합격자를 발령낸다. 그러나 예비합격자가 다 소진되었을 때는 충원이 어렵

다. 

    

 다. 평가연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계량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

는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도가 계량화 하기 힘들고 수치화가 힘들다.

 라. 제도의 한계 및 부작용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형식적으로 제도만 도입하였을 뿐 아무것도 전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듯이 시행하는 제도는 맹점이 존재할 수 밖

에 없다.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휴가자의 빈자리

를 채울 대체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의 이행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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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없는 시간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직원의 일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역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역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은 무조건 쓰고 있고, 변칙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승진에 있

어 차별은 안두는데 악용해서 실제 근무는 며칠 하지 않았는데 경력인정이 

돼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청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올해의 

경우, 재택근무는 체험형으로 진행 중이다. 재택의 경우, 확인하기가 힘들고 

복무처리를 하는 것도 시스템 만들기에 까다로운 면이 많다. 

제도상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기관자체의 고유 조직문화로까지는 아직 자리잡

지 않았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도 이해를 해야한다. 그래야지 야근도 안하고 일가정양립이 되는 거라 고민 

중이다.

휴직자는 호봉이나 경력은 인정해 주되 승진시에는 남자 후배직원들 중에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헌신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할 것은 하고 

출산에 대해 자유롭게 쓰되 일정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다

르고 혜택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있으면 혜택을 보니까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가 잘 지켜진다면 출산이 장려될 것이나 아기를 낳았을 때 양육비용 및 

보육시설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맞벌이가 아니면 현실에서 살아남

덕성의 문제도 야기된다. 

 

③ 출산의도

 가. 인지 및 활용에 따른 출산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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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하위범주 개념

(3)

조직

문화

①조직문화

의 특징

가.공기업 문화

여성관리직 강화 추세

남성중심 현장체계

주무부처와의 접촉, 대국민 서비스 등

계층화된 보고체계 및 대면보고의 높은 비중

나.민간기업 문화
민간조직에서의 양립의 어려움

민간조직의 분위기

②조직지원

분위기

가.최고경영자의 철학
여성인력의 중요성 강조

남녀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

나.상사의 성향
상사에 따라 다른 부서 분위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상사의 대우

다.여직원의 비율 여직원이 없는 부서에서 제도 사용시 눈치

라.육아휴직과 승진 승진누락에 대한 감수

마.여직원 기피 경향
기술 및 현장중심 조직에서의 육체적 한계

출산 앞 둔 여직원을 꺼리는 경향 

바.노조의 역할 전향적 시각으로 사측에 적극적 요구 

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고 인지시키고 실행되면 출산

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연근무제가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장려가 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직장에서 자율출퇴근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출산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

라고 생각한다.

(3) 조직문화 영역의 경험

< 표 31 > 조직문화영역 경험의 범주화

 ① 조직문화의 특징

  가. 공기업 문화

  삭막한 영리조직과는 다르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좋은 직장분위기였

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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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결재 문화가 너무 많고, 대면보고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

기엔 어려움이 있다.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보니 관리포인트

가 많고 작게 쪼개져서 힘든 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민관기관 보다 일가정 양립에 제도적 지원과 바탕이 된다고 생각

한다.

여성 관리직 강화추세이다.

전 직장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 핸디캡이 따르게 되었다. 사기업 

근무시 휴가를 써보지 못했고 휴일에도 일해야 했다. 

일 중심의 사기업을 다니다 균형을 찾고자 이직을 했기 때문에 현직장에서까

지 승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주변 동료들도 일 중심에서 오는 회의를 느껴 

가정과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 제도의 이용은 상사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조직중심의 직장문화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조직내 기혼자 및 여성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민간기업 문화

  연구참여자 중 일부가 이전직장이 민간기업이었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일가족양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민간기관

의 일가정양립 경험의 어려움이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 된 계기 중 큰 비

중을 차지했다고 하였다. 

  

② 조직지원 분위기



- 74 -

사장님의 경우 신년인사나 회의시 항상 승진철에 여성인력을 %는 채용, 승진

시키라고 하셔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복귀에 대한 극복여부로는 조직원들은 본인이 출산 전 근무태도에 따라 달라진

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잘하면 대부분의 상사는 들어준다. 

관리자에 따라 다르다. 관리자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규정화 되어 있어 

지키게금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눈치를 보는게 크다. 관리자로

서 적당한 교육을 받고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고충

이 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구조라서 직원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상사는 자

질이 없다고 하고 관리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팀장

이상 보직자에게 회사의 비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계획 중이다. 직원들이 스스로 성과를 내게금 하려면 일가

정 양립이 지원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무작정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 있어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가. 최고경영자의 철학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문화 변화요인 중 하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라

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제도이용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 상사의 성향

  상사의 마인드(지지자 혹은 억압자)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 지원은 일가정양립에 중요한 요건으

로 제시하였다(홍승아 외, 2009). 상사에 따라 부서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

으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상사의 대우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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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되면 업무에 대한 교육만 받는게 아니라 임신한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직원이 많은 부서(70%)는 회식을 점심시간에 한다. 상사에 따라 다르지만 전

반적으로 개인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시차출퇴근제를 선택한 선배의 경우, 팀내 여직원 비율에 따라 분위기가 죄지

우지 하는데 여직원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 선배는 회사에서 제도를 사용하라

고 하는 분위기였지만 부서내 눈치를 보게 된다. 

동등하게 대하나 조직에서 편하게 일시키기에 남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출장이 잦은 부서, 측정 등 환경업무가 도심지가 아닌 벽오지에 측정소를 설

치해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 업무용 차량으로 측정장비를 실고 

가기 때문에 굴뚝, 강 등 시료체취 분석할 때 매고 가거나 차로 가기 때문에 

여직원의 체력적 한계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다. 여직원의 비율

  부서내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제도 수용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

를 들면,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부서에서는 육아휴직 등 모

성보호조치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동료들의 이해부

족, 선례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부서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여직원 기피 경향

  기술 및 현장중심 조직에서는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근로자를 선호하

고 있으며 휴직후 업무가 동료직원에게 전가될 우려로 인해 출산을 앞 둔 

여직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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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직은 엔지니어조직이라 출산 앞 둔 여직원을 안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조직문화가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원을 대변해서 노사협의나 창구를 통해 노조원들이 불합리하다거나 정부

는 시행하는데 안하는 경우는 끊임없이 요구한다.

인지와 활용은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회사 차원에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해

야 하는데 회사와 노조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제도적으로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회사가 한 가

지에 신경쓰기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권익이나 

근무조건, 생존권의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노조의 역할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① 일가정양립의 긍정적 측면 

  참여자들 가운데 민간기관에서 일을 했던 이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조직분위기는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만의 강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구성원이 소

수인 조직보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유연하여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공공기관의 근무 이유 가운데 하

나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조치와 같이 법적인 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

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 육아지원에 유연할 것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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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조직문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간기관에 근무경험이 있는 참여

자들은 공공기관과 대조되는 모습들을 떠올리며 민간기관의 일가정 병행

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였다. 물론 급여는 민간기업과 비교할 수 없지만 

업무강도나 육아에 대한 배려가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면 일한 만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② 적정수준의 일가정 양립  

  양립의 사전적 의미는 ‘두가지가 따로 동시에 성립함’과 ‘둘이 서로 굽

힘없이 맞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5)의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러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따로 동시에 성립’하는 

양립으로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 오

른쪽을 기울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수평을 이루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그런 양립을 의미하며 최적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 속에

서 어느 정도의 포기와 더불어 적정수준을 찾아가는 양립이다.   

  ③ 양립 기울기의 변화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가정양립의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다. 연구 참여

자들은 부모님 세대와 나, 선배세대와 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분명 

다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

다”는 표현을 통해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④ 제도도입의 어려움

  참여자 대부분은 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

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 편차에 따라 어떤 구성원은 제도 활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용이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활용조차 어려운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승인에 따라 정원이 

책정되므로 수시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업무공백에 대

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기관에서는 추가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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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층화된 보고체계 및 대면보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⑤ 조직문화의 특징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게 되는 가치 혹은 사회적 이상과 신

념의 표현을 말하며 조직의 통제체제로 기능하면서, 특정 행동을 규정하

고 금지하는 기능을 한다(유계숙 외, 2007). 심층면접을 실시한 3개 공공

기관에서의 조직문화의 특징은 대체로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이용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일부 경직된 조직문화의 잔재도 찾을 수 있었

다. 특히,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일부 남성 근로자들은 눈치가 보이거나,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제도의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관이

어도 팀의 분위기에 따라, 상사의 의지에 따라, 담당업무에 따라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기관의 제도도입 현황

 (1) 모성보호조치

  심층면접 대상이 된 3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성보호조치는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었다. 법정제도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유사산휴가 등의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성보호

제도로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이 정부

의 관리를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제도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면접대상 기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수유시간 부여는 육아

휴직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어서 출산후 1년 이내 시행하는 수유

시간 부여제도의 이용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기인한다. 

 (2)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본 연구에 참여한 3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심층면접 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시차출퇴근제, 배우자 육아휴직제도 등의 유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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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를 도입하고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연근무제도, 휴가․

휴직제도, 경제적 지원제도의 도입률이 낮은 기관도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개념이나 제도의 유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은 일부 육아휴직과 시차출퇴근 등의 자녀양육 지원제도로 협소

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제도가 운영중임에도 제도 없음이라고 인지한 비

율도 상당수 있어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인식부족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성 감소 및 제도이용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실제로 일

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취지와는 괴

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일

가정양립을 위한 제반조건인 인식수준, 대체인력 확보, 조직 분위기 등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면접대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중 가장 보편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시차출퇴근제였다. 그러나 시차출퇴근제의 부

작용은 첫째, 도덕성의 문제이다.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는 

성실히 일에 임하지 않거나 아예 선택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다. 두 번째는 팀목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회식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이

다. 한국적 정서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다.  

  원격 및 재택근무, 집중근로시간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데는 

인식부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면접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처

리를 위한 주무부처와의 접촉, 대국민 서비스 등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제도는 보육비지원, 출산장려금, 가족 간병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형편에 

맞게 지원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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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운영의 장점 및 효과   

  심층면접 참여자 및 인사담당자들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

써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기관측면에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여 심리적 안정감으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 책임감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며 우

수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이용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즉, 근로자 가족에게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

는 것은 가족원의 애사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나 만족감을 향상시켜 노사관계 안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제도운영의 장애요인 및 한계   

  심층면접 대상이 된 3개 기관에서 산전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제도는 전반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으나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

원정책은 인식부족과 활용이 저조한 제도도 있어 정부의 권장정책으로 형

식적으로 제도만 도입하였을 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단 및 노력이 부

족한 상황이다(예: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제도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양적인 증가만 있을 뿐,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부정적 영

향을 야기할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직무분석과 직

종개발이 선행되어 유연근무제의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적극적으

로 새로운 제도를 찾아내려고 하는 회사측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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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만경영 및 혈

세를 낭비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도시행에 소

극적일 수 밖에 없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는 민간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도운영의 장애요인이

라 할 수 있겠다. 즉,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과 분위기가 조

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제도 확대는 또 다른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나 조직력 약화를 손

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5. 가시화된 성과 부족

  본 연구의 대상 기관들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도입에 대한 계량적 성

과를 도출할 수 없어 적극적인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 운영에 대한 결과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 제도의 당위성 

및 합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으며, 이는 새로운 제도를 찾아

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2절 정책적 함의

 1.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공공부문 3개 기관의 근로자 208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조치 

및 일가정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및 출산에 효과적인 정책

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3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4명)와 근로

자(9명)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개인영역, 조직영역, 조직문화영역

별 제도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공공기관 

일가정양립제도의 올바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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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결과의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모성보호조치 및 일가족 양립지원

제도의 인지와 활용경험이 출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 공공기관의 구성원들과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범주화분석 결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일가정양립 경험은 개인, 제

도, 조직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영역의 범주는 먼저, 일과 가정

의 균형으로 나타나며 하위범주는 균형의 지혜, 일보다 가정, 직무만족 저

하, 제도사용 이전세대로 구분되었다. 개인영역의 범주 두 번째는 제도사

용으로, 하위범주는 쓸 수 있지만 또한 쓸 수 없는, 일의 쓰나미, 복직 후

의 적응, 이용자의 열등감, 대안 찾기로 구분되었다.

개인영역 범주 세 번째는 출신인식으로, 하위범주는 현실적인 제약과 가

치관의 변화이며 네 번째 개인영역 범주는 성장비전이며 일의 가치로 하

위범주를 구분하였다. 제도영역 범주의 첫 번째는 제도화로 하위범주는 

제도화가 중요, 정부정책 방향으로 구분되었다. 제도용역 범주 두 번째는 

제도 운영으로 기관의 의지, 대체인력 지원, 평가연계, 제도한계 및 부작

용으로 구분되었고 세 번째 제도영역 범주는 출산의도이며 인지 및 활용

에 따른 출산의도로 하위범주를 구분하였다. 조직문화 영역 범주의 첫 

번째는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공기업문화와 민간기업 문화로 하위범주를 

구분하였고, 조직문화 영역의 두 번째는 조직지원 분위기로 하위범주는 

최고경영자의 철학, 상사의 성향, 여직원 비율, 육아휴직과 승진, 여직원 

기피경향, 노조의 역할로 구분되었다. 

  (2)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먼저, 일가정양립을 위한 궁극적인 선택지로 공공

기관을 선택하였고, 공공기관 중심의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높

아지고 있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여

성 구성원의 증가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요구를 높였고 일가정양립에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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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의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공론화 시키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내부과정이 

필요함을 통찰할 수 있었다. 

  둘째, 일가정양립을 위한 궁극적 선택지로서 공공기관의 문화에 대한 긍

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의 부작용 등

의 한계가 있었다. 이는 설계없이 전시행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유

명무실한 제도로 남겨져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적용대상에 대한 

다양한 직무분석과 직종개발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 제도의 내실

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동일한 조직문화 속에서도 구성원 개인 및 상사에 따라 사용에 

편차가 존재하며 공식적인 제도화 및 좀 더 개방적이고 공론화된 방식으

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① 개인 영역

  일가정양립제도를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

다. 여성 근로자들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해당 제도를 활용하였을 경우 인사․노무 측면의 제도

적 불이익, 심리적 위축감, 부정적인 분위기 인지, 승진 기획 박탈, 성과보

상 제외 등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남녀 근로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제도 사용후 복귀를 할 경

우,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

을 통해 업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회사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적인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원한다면, 직무를 전환하거나 배치

하는 부서를 변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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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직 영역

  심층면접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육아와 근로자 본인의 경력지속의 효과

가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외에 유연근무제

를 중심으로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양립지원을 실질적으로 가능

하게 해주는 조직문화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적정한 유연함과 일관성 

있는 제도운영으로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급자

의 인식공유, 대체인력의 상황 등에 따라 제도사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담당자들은 제도 전반을 이해한 후 기업 내부에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사․노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단

계는 직급별 승진자 혹은 임원 승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법적으로 제도화된 휴가․휴직제도 외에도 운영 중인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제도와 근무형태들에 대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제도의 실질

적인 활용자인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양성평등 관점에

서 휴가․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필요하

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 

  ③ 조직문화 영역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 요구와 함께 사측차원의 

공감과 그것을 공식화 할 수 있는 개방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노동조

합, 근로자 등 제도의 이해 당사자들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제도의 질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은 근로여건과 긴밀히 연관되

어 있어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모성보호조치 외의 다양한 제

도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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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의 도입과 활용여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인지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이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제

도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인지 및 활용도가 낮은 중요한 이유는 이

해 당사자들간 신뢰의 파트너십과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업의 담당부서는 이들에게 정보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종 제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

성원들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한계 및 보완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일가정양립 경험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아 추

후 연구에서는 조직들 간의 일가정양립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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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tial of 

Acceptance of Policy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Kim, Lee Ji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re 

increasing and dual-career is universalized,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on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life, however,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culture in which work and home can coexist have 

not yet been foster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recommended 

policy such as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which takes top-down 

approach is highly accepted by public institutions, however, it see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nsory level in terms of demands 

and its utilization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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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find the gap between operators and users of the system, 

we conducted a survey for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the policy to 

support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and effective policy for 

childbirth, and through additional in-depth interview we analyzed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for private sector, 

organizational sector and organization culture sector, respectively and 

tried to derive the correct policy measures.

  Working environ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which members 

increasingly consider high quality life and increase of female members 

have increased demands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and have 

been inducing friendly culture to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such as support of replacing staff and 

side effects of the scheme in actual operations.

  Furthermore, in a survey conducted for members, it showed that the 

members do not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or the type of scheme 

of policy for supporting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Some of them 

have narrowly recognized the policy as a support scheme for child 

care such as parental leave or staggered work hours, and large 

proportion of them did not recognize that there is such scheme even if 

the scheme is being operated, and thus it implied that promo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Lack of awareness of the policy for supporting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despite the expansion of various 

support schemes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are found to be 

obstacles which reduce effectiveness of the scheme and facilitation of 

us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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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s from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showed that there 

was a variation of use between individual members and their 

managers, and we could find that it was required to improve the 

scheme by formally institutionalizing and make it more open and 

publicized.

  In individual domain,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men and 

women workers who are using the scheme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it is required to stipulate and regulate systematically so 

that they do not get any disadvantages in human resource affairs, and 

when they return to workplace after using the scheme, it is required 

to run a training program for workplace adaptation. It is also required 

to support through implementation of system to provide training to 

maintain their business competence and prevent social alienation by 

allowing them to collect internally and externally information from 

their company. In addition, if a female worker wants,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switch job or arrange change of department.

  In organization domain, it is required to vitalize the scheme of 

working hour reduction for child care period which ensures child care 

and career lasting effect of employe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have dimensional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re centered 

around flexible workplace which substantially enable support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such as expansion of spouse child care leave.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ors 

on the overall system,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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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and labor personnel must be preceded. Responsible 

representatives should understand the overall system, explore ways to 

establish the scheme seamlessly within their companies and reflect 

them in human resource and labor policies. It is also important to 

perform training of promoted employees for each position or candidates 

of executives for promotion to educate overall scheme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and increase its utilization.

  In order to change organizational culture, together with active 

demands from the labor union, company should empathize and it is 

required to have opening process to formalize it. Stakeholders of the 

scheme such as Government, labor unions and employees need to form 

partnerships to improve quality of the scheme. Workers and labor 

unions need to respond rapidly to regulatory changes in accordance 

with changing government policies and members need to put efforts to 

facilitate active participa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is an attempt to analyze experience 

of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on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and as the survey was not performed for the entire public institutions, 

it is required to perform comparative studies on differences in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life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maternity protection scheme, support scheme for 

coexistence of work and home, family-friendly management, maternity 

policy, Differential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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