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IPA를 활용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과 분석 

- 한국남동발전(주)를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유 혜 양



IPA를 활용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과 분석 

- 한국남동발전(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정 훈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유 혜 양

유혜양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권 일 웅 (인)

부위원장 고 길 곤 (인)

위 원 박 정 훈 (인)



국문초록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법

적․제도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공

식적으로는 2007년 11월 『남성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10여년

이 지난 현재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최일선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

관이 있고 각 기관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여

수많은 제도 중 어떠한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덜 효과적인 제

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관에서 시행되

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각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

과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공기

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요도-성과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추가 의견 수집을 통해 정책 제

언 등을 도출하는데 참고하였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기관에서 시

행하고 있는 13가지 일․가정 양립 세부 정책 전체에 대해 중요도

보다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각 제도별로 각기 다

른 중요도와 만족도를 보였다.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IPA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제도로는 탄력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문화 장려, 육아휴직, 난임․간병 휴직, 육아지원, 모성보호 등 6가

지였으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집중 영역”으로 분류되

는 제도는 보상휴가제 도입, 연차휴가 촉진 등 2가지였다. 또한 중

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낮은 “저순위 영역”의 제도는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 근무제 시행, 노사 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 유연화 등의 4가지였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

도가 높은 “과잉 영역”의 제도로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휴가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여성의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혼인 여부는 휴가제도의 인식에 대

한 차이에 영향을 주었으며,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로자 상담프로

그램 운영을 “유지 영역”으로, 통상근무자의 경우 “저순위 영역”으

로 분류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장 근무자의 경우 연차

휴가 촉진제도를 “집중 영역”으로 분류하였지만, 본사 근무자의 경

우 유지영역으로 분류하여 현장에서 연차 휴가 촉진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무 담당자의 경우

전체 직원들, 또는 분석한 그룹별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인식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 자체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아닌 담당자의 입장에서 업무 실적 확보의 대상으로서 정책을 바

라보고 답변했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기업 내부에서 일․가정 양립 제

도를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첫째, 각 그룹별 “집중 영역”으로 분류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순위 영역”이나

“과잉 영역”으로 분류된 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내용을 재검토 하거

나 제도의 보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상황에 따라 각기 다

른 입장의 직원들의 선호에 맞추어 필요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서로 다른 영역의 직원들이 중요시 하

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업

무담당자는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

이 아닌 구성원의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 시행된 제도의 실행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문화 및 관리자의 의

식개선, 업무환경 조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비슷

한 산업군 또는 이종 산업군 간의 정책과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일 가정 양립 정책, 가족친화 경영, 휴가정책,

근무시간 정책, IPA, 중요도 성과 분석

학 번 : 2016-2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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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과거의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가 공통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기반한 노동력이 중심인 사회였다면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와 지

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사회를 말한다. 근래에 빈번히 회

자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인 산

업현장에 적용되면서 일어난 혁신을 일컫는 말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IT

기술과 정보지식의 융합이 점점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다시 말해 물리적 힘이 아닌 지적 지

식과 기술이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면서, 우리의 경제 사회 구조도 기

존의 남성중심에서 양성참여의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아직까지 상당히 덜 활용된 여성인력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순위가 바뀔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까

지 얘기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중심의 사회구조가 하루

아침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식의 점진적 변화는

물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식적으로는 2007년 11월『남녀고용평등법』을 대폭 개정하여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10

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시행의 초기부터 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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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추진기반이 미약한 민간분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다양한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기관마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추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1월에 제

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예산, 인력운영,

경영평가 등 운영 전반에 있어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각 공기업들

이 정부정책을 앞 다투어 수용하고 있고, 본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급급하여

수많은 제도들 중 어떠한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덜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제참여 행태

의 변화로 보나 신속하게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함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양적인 도입에 치중한 나머지 어떠한 방식이 기관이나 기업에 가장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지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는 추진주체에 따라 그

효과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가 정부기

관에 초점을 두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해 왔

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공식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인지에 따라 가족친화제도 등

일․가정양립정책의 목적 차제가 달라질 수 있다(이지언, 2012). 일반적

으로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고안하고 도입한 가족친화제도는 기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최적화된 반면, 정부의 정책적 이유에 의해 도

입된 경우는 경제적 비용이나 이익과는 별개로 이념적이고 도적적인 정

당성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 진다. 따라서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추진

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또한 그 세부 정책의 근본적인 추진 주체

나 내용에 따라 그 효과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

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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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

는지를 중요도-성과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을 통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적과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이하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내용과 각각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 도입 내용의 비교연구나 일․가

정 양립 정책의 전반적인 시행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과 등을 검증하

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동발전이 2016

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도와 성과를

분석함으로서 세부적 정책 각각의 실효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연구자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라고도 하며, 본

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적 제도 내용

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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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정책 아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일과 가

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육아휴직제도, 직장육아시설 운영 등)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자칫 여성들에게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

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편향된 관점에서 벗어난 일․

가정 양립정책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

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승아 외,

2009).

또한 일․가정 양립 정책(work-family balance policies)은 일과 삶의

균형 정책(work-life balance policies)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문미

경 외, 2015). 이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정책은 현재 인적자원관리에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정책은 사용

주가 근로자의 일과 개인적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 조건

을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즉, 근로자의 일과 인적 삶의 조화를 촉

진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라 여긴 것이다. 근

본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책은 근로자들이 일과 개인적 삶의 욕구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란 일과 삶 간의 갈등 이슈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제도 및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주요 정책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

다(손영미 외, 2006). 첫째,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일 이외의

삶의 영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지원

제도이다. 둘째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재정 등 가족체계의 유지 및 강

화를 위한 가족지원 제도이다. 셋째는 일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업무기술

습득 및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제도이다. 넷째는 휴

식, 여가활동,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활

력을 찾고 신체적․심리적 에너지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

가 및 건강 지원제도이다. 다섯째는 일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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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친화 문화조성이다.

이렇게 볼 때, 일․가정 양립정책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나 탈락 없이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일과 가정이 어느 한쪽 영역

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다른 영역이 깨지는 현상을 막고, 일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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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로움을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김리진, 2016).

이러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2016년 9월 여성가

족부는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에 대한 설문인 본 조사결과에 따

르면 응답자의 약 90%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육아지원 제도 중에는 출산휴가제도의 필요

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으며(95.1%), 육아휴직(93.7%),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90.2%), 유연근무제(88.4%)가 그 뒤를 잇는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가장 필요

한 제도(93.2%)로 인식되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90.0%), 맞춤형 보육

(89.7%), 아이돌봄 서비스(89.1%), 시간제 보육(86.9%) 순이었다.

이 같은 설문결과로 미루어 살펴봤을 때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

은 성별, 자녀유무, 직장인 인지 아닌지 등과 관계 없이 전 국민들의 공

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식기반 사회에

서 여성인력의 활용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인

식이 기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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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가정 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9-59세 남녀 2,000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배분)

- 조사기간/방법 : ’16.9.19～9.30 / 온라인, E-mail 조사(구조화된 설문지 이용)

- 조사내용 :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파악

○ 조사결과(요약)

- 일․가정 양립 정책 총괄 체감도

구분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
77.0 90.5 92.1

- 정책별 체감도

(인지도)

구

분

출산․육아지원제도 영유아 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
교실

95.4% 91.6% 88.7% 70.2% 75.3% 59.4% 89.7% 76.6%

(필요도)

구

분

출산․육아지원제도 영유아 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보육

초등돌
봄교실

95.1% 93.7% 90.2% 88.4% 89.1% 86.9% 93.2% 89.7% 90.0%

(효과성)

구

분

출산․육아지원제도 영유아 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성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보육

초등돌
봄교실

95.9% 94.1% 91.4% 90.1 93.6% 89.9% 94.3% 95.6% 92.8%

출처 : 여성가족부 사이트(www.mogef.go.kr) 정책뉴스 ‘일․가정 양립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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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가정 양립 정책의 유형

일․가정 양립정책은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며, 외국에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범주안

에 모성보호, 육아지원 조치 및 다양한 노동시간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

다(김영옥 외, 2011). 최근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단시간 근로제, 직무

대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있

는데, 이는 근로자의 요구에 맞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일․가정 양립실태조

사 관련 조항을 보면 평등기회 보장 및 대우,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실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모성보호제도 활용,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유연근무제, 평등기회와 기업분화 등의 분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김영옥 외, 2016).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은 육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이며, 이에 더해 조세정책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

다(홍승아 외, 2008).

1. 휴가정책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휴가정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구분

한다. 출산휴가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으며 제도의

내용 또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기간

과 급여의 소득대체 수준, 급여의 자격, 부성휴가제도의 시행,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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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고용보호 규정 및 대체근로자 고용 유무, 출산휴가 이용률 등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조금씩 그 형태가 다르다. 최근의 정책적 특성은 휴가

기간 및 급여대체 등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휴가사용에 있어서 부모

의 선택권과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

는 제도적 설계(부성휴가제도의 도입, 부모휴가내 남성할당제 등)를 추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휴가정책이 발전해왔으며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주요 변화 내용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88. 4. 1 87.12. 4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후 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내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남녀고용
평등법
제 11조

89. 4. 1 89. 4. 1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킴
남녀고용
평등법
제 11조

95. 8. 4 95. 8. 4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남녀고용평
등법
제 11조

01.11. 1 01. 8.14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남녀 불문)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01.11. 1 01. 8.14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규정 신설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

01.11. 1 01.10.31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2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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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02.12.30 02.12.30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3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4. 2.25 04. 2.25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4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의 3

06. 3. 1 05.12.30
- 생후 3년미만의영유아를가진근로자는육아휴직가능

-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07. 4.27 07. 4.27 - 육아휴직 급여액 : 월 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8. 6.22 07.12.21
-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하다는

규정 삭제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10. 2. 4 10. 2. 4
- 만 6세이하 초등하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휴직 가능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11. 1. 1 10.12.31

-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2. 8. 2 12. 2. 1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14. 1.14 14. 1.14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남녀고용

평등법

제 19조

14.10.01 14. 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상향

(통상임금의100%, 상한 1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의2

 16. 1. 1  15.12. 4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보장기간을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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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미경 외(2015),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활성화방안 :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및 필자 보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무시간 정책

회사에서의 업무시간이 변화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일․가정양

립지원을 위한 근무시간 정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업무시간 단축이다. 국가에 따라 이는 법률(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전 사회적으로 유급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고용기회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남녀 모두 육

아와 같은 무급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

간은 52시간을 한도로 하며,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주’의 개념에 주말은

별도로 한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기업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 이외에

최대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휴(무)일을 포

함한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든다면 많

은 기업에서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유연한 근무시간정책들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시차출퇴근

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들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육아가 필요한 시기 등 특정기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17. 1. 1 ’16.12.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첫째자녀인 경우 15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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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연간 근로시간 계약제, 압축

근로시간제, 학기간 근로)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하는 부모

의 필요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

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유연한 근무시간 정책들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보육정책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 내 육아 노동의 부담은 일․가정양립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여러 국가에서 가족 내 육아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이나 다양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 보육정책 영역에서는 가족 내 아동양육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고,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

자들의 접근성 문제,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이 중요한 세부정책 요소로 구

성된다. 하지만 국가별 보육정책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가 존재한다. 국가

별 보육정책 수준이 다양한 것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책담당자들의 시각, 성별에 따른 임무의 분담 및 양육에 대한 해당 문

화적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하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1)에 대해 보육시설 운

영비 및 직장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의 아동에 대하여 만 0～5세 보육료 및 3～5세 유아학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등 기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구성한사업주단체의대표사업주를포함한다)로서예규에서 정한 지원제외

사유가 없는 사업주. 고용노동부 예규 제 107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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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용노동부).

4.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국가별로 조세정책이 어떤 가구(일인 또는 이인 이상)를 중심으로 지

원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소득세 등 조세제도 내에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는 바로 그 사회가

어떤 가족형태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를 통한 현금지원정책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자녀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보육비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조세정책을 채

택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배우자와 경로우대, 장애인 우대공제가 있으

며,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시에는 1인당 30만원이고 6세 이

하의 두 자녀 이상일때는 1인당 15만원이 추가 공제 되는 등 다자녀 우

대정책을 가지고 있다(국세청).

제 3 절 일․가정 양립 정책의 국제 비교

1.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일본은 정부가 1995년에 ‘직장과 가정을 생각하는 달’을 정하고, 직장

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 인식제고를 선도하면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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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한 법제도에는 노동기준법, 육아휴

업․개호휴업 등 휴가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이하 육아․개호휴업법), 고용분야에 있어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 등이 있다. 이중 1999

년에 육아․개호휴업법을 제정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표창제도를 만들

어 우수기업을 표창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

책 활성화 되었다(홍승아 외, 2009).

한편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된 법 중 주목할 만한 법률은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이다. 다른 법률은 우리나라의 유사법률과 마

찬가지로 임산부의 근무제한, 산전산후휴가, 육아 및 간호휴직, 혼인․임

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

년에 제정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기업주에게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지원을 위한 고용환

경의 정비, 일하는 방법의 재검토에 도움이 되는 근로조건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 행동계획(2～5개년)을 책정하도록 하였다(오학수,

2013). 그리고 일본 정부는 상기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

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육아지원기업 인정마크를 부여하여 기업이미지 향

상 등의 간접적인 혜택은 물론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일본의 일・가정양립 제도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홍승아외, 2009)

또한 일본정부는 2008년을 ‘일․생활 균형운동’을 시작하는 해로 정하

고 기존의 가족친화정책을 확장, 정책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였다. 우선 정

책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족친화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업무와 가정

생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였던 반면, 일․생활 균형정책에서

는 가족만이 아니라 건강, 긴장해소, 지역과 사회활동, 자기계발 등을 포

함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정책대상 또한 확대되었는데 기

존의 가족친화정책은 아이를 양육중인 세대가 중심 대상이었지만 일․생

활 균형정책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 뿐만 아니라 정규(비정

규)노동자, 청년세대, 고령자 등으로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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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 2008).

이러한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고착화 된 국가라

볼 수 있는 일본도 영미권 국가나 유럽과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와 맞벌이 증가, 근로자의 의식변화, 저출산․고령화 진전 등과 같이 사

회 및 가족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남성은 회사원 등 상용근로자,

여성은 전업 주부라는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일본적 인사관리

제도를 필연적으로 바꾸게 하였다.

2. 미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일본이 법제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했다면 미국은

법을 기초로 하여 자율적인 구조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정착을 꽤

하였다. 법 제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여성 및 소수집단에 대한 법적

장치마련에 선도적이었다. 이것은 강력한 여성운동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 보다 ‘같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고용기회

의 평등을 주장한 결과였다. 특히 1960년대 케네디-존슨 집권기부터 시

작된 적극적인 차별수정조치(Affirmative Action)와 평등고용법(Equal

Opportunity Act, 1972) 제정 등을 통하여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전

문・관리직으로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이주희,

2005).

본격적인 가족친화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은 1993년에 제정된 『가족

및 의료 휴가법』제정이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근

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은 1년 동안 12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의한 휴가제도는 출산휴가, 부모는 물론 병가 등이 포함된다. 그러

나 동 법은 무급휴가라는 점에서 포괄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제도로, 미

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정부가 아닌 기업의 책임 하에서 발전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탄력근무제도, 육아프로그램, 육아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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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미국 특유의 유연한 시장환경과 치열한 기업경쟁 속에서 유능한

인력확보와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인사관리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

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적 경영정책을 적극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관심과 정책이 본격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3. 영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미국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이나 여성의 취업여부는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었고, 이와 더불어 취학전 아동들은 어머니가

돌보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인식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보육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었고 1990년 후반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최소한

에 그치고 있었다(홍승아 외, 2008).

그러나 1997년경부터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 속에서 돌봄 노동을 제

도화 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오랜기간 보수당

집권이 끝나고 제 3의 길과 일하는 복지라는 기치 하에 신노동당이 집권

한 시점이다. 이후 1999년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이 제

정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3개월까지

무보수 부모양육휴가를 지원하고 출산휴가를 14주에서 18주로 연장하며,

가족 위기 상황에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정책을 기업에 권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0년에는 근로자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효과적으로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고용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캠페인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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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

들이 기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의도했던 효과를 미치는지를 3년마다 보고

하도록 하였다.

국가가 가족복지에 관한 법을 만들고 기업은 국가가 제정한 법을 실

행하고,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영국의 경우 아

직은 기업에서 법에 규정된 기준 이상의 출산휴가, 부친휴가제도, 보육지

원제도 등 가족친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적은 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친화적 정책의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나오면서 가족 친화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

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경제환경 및 고용시장의 변화, 양성평등의 요구

등의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 가정 양립 정책이 도입, 확대되게 되었

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본 제도의 도입 확산

의 주요 원인이 된다. 당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연

간 출생아 수가 인구규모를 위지하기 위한 최소수준(80～90만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50～55만명)에 머물러 있었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생산가능인구도 2020년을 전후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들의 고학력화 등으로 경제활동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도

일을 통한 자기계발, 자아실현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 보육 등

이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당시의 여성은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여성중심의 출산 육아문화를 변

화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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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

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었다. 국내외 기업 경쟁에 더욱 치열해지는 방

향으로 우리 기업의 환경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시민단체 등 외부고객의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으로 내부 고객인 근로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의 핵심이슈로 일과 가정

의 양립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기업은 일과 가정생활

의 양립 지원을 단기적인 비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의 경

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초점을 종전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부담 완화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

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근

로자 중심의 일 가정 양립제도를 남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개편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종전의『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점진적으로 새

롭고 진보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법

률 제도 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제

도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기업차원의 육아 및 가족 돌

봄을 위한 탄력적 근무제, 가족간호휴직제 등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의무

등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파트타임,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급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

게 직업능력개발, 취업기회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5. 소결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각각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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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따라 나름의 특성을 지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국의 정책과

제도 사례는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효과나 추진방식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나 뚜렷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지 못하다가 2005년『육아․개

호 휴업법』개정을 통해 근로시간과 육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

면서 일․가정 양립정책이 실효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 정책

추진과정의 특징은 정부 주도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기업에

도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화를 중심으로 정부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착된 일본의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과정과는 달리 미국은 민간부문의 분위기가 법제

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 활성화와 양성평등주의 사상의

대두는 1970년대의『평등고용법』입법으로 이어졌고, 이후 기본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법 제정과 국가적인 지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과 정착은 기업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이나 여성의 취업여부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의 입법이나 정부의 제도 참여가 다른 서구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1997년 신 노동당 집권이후 본격적으로 일․가

족 양립정책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으며, 정책적 변화가 시도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그

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못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 문제, 가

족내 육아 문제 등 사회의 다변적 변화에 직면하여 일․가족양립문제가

대두되었으며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후 현재까

지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기회 확대 등 정책도입과

개선 등의 제도화의 노력은 상당 수준 경주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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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나 시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제 4 절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일 가정 양립제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

나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를 분석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1. 일・가정 양립정책의 도입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먼저 전자에 관한 연구로 김준기, 양지숙(2012)의 연구는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

적 지원의 경우,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가정

갈등이 감소하고 강화가 증가하였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

시설 등의 제도지원이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

지 못하였으며, 양성평등적 직장 문화가 조성될수록 일-가정 갈등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일-가정 갈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유계숙(2007)은 국내 사업체의 특징과 일․가정 양립조치의 법

제화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모성보호조치의 활용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국외 연구결과를 종합

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의 영향요인으로 사업체의 업종과 규

모, 사업장의 수, 인력감축 여부, 재무성과, 노조유무, 시간제근로자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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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력의 비율 등을 가정하고 이의 영향정도를 실증 분석 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제도도입

의향과 사업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은 공공행정 분야,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났으며, 사업체의 특징을

투입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연간 매출액이 크고, 노동조합이 있으며, 기

업의 규모가 크고,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지원조

치의 도입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경영 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관한 이호선, 강윤식

(2013)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해

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우량기업으로 기업 내 가용자원이 많아 가족친화

경영에 활용할 여력이 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의거 공기업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군에 속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표 3>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 구 대 상 내 용

김준기,

양지숙

(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가족

패널자료

(9,997명)

- 양성평등적 직장문화 조성이 일·가

정 양립에 중요

-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일-가정

갈등이 낮아, 가족친화정책 추진에

효과적임

유계숙

(2007)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원제도

도입 및 활용의

결정요인 분석

10인이상

국내사업체

(1,084개)

- 연간매출액이 크고, 노동조합이 있

으며, 기업의 규모가 크고, 여성근

로자 비율이 높고, 법제도 추진의

향이 클수록 제도 도입 용이

이호선,

강윤식

(2013)

가족친화경영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가족친화

인증기업

(65개)

-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

고, 기업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이

가족친화경영 활용 여력이 있음



- 21 -

2. 일․가정 양립정책과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후자에 관한 연구로 우선 일․가정 양립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용이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김일경

(2013)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용이하다고

인식할수록 일․가정 양립갈등이 낮아졌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

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과 가정의 역할요구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갈등을 감소시키며,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로 인

해 감소된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해

석하였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

았다.

또한 정창훈・조문석・장용석(2011)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는

도입과정만을 고려할 때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으로 강제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조직성과 향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적 강제여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를 구분할 경우 제도 자체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찾을 수 없

으며 오히려 강제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조직성과 향상에 부정적

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조직의 내적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1인당 매출액과 같은 재무 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

직에서는 제도의 디커플링2)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조직의 경우에는 제도의 디커플링이

조직의 성과 향상에 부정적인 역할 끼치며 그 정도는 조직의 생존에 영

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얘기하고 있다.

안은정․신은종(2010)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

2) 디커플링 :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 혹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공

통의 제도를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하지만,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현

상(출처 : 정찬훈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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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분석의 차원을 개별제도,

모성보호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일․가정 양립제도 등 세 차원으로 구성

하였는데, 각각의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제도 차원의 분석에서는 생리휴가제도, 가족간호

휴가제도, 보육비지원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택근무제도는 매출액 증가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보호제도는 매출액 증가와 이직

의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유연근무제도는 두 가지 경우 모

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

도 설계 및 도입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병훈․김종성(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친화제도가 노동생산성, 노

사관계, 이직률, 근로자혁신 활동과 같은 조직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무제도, 육아 및 교육지원제

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도입되어 상호 시너

지 효과를 내어 조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가족친화제도들 중에서도 근로자지원제도3) 가 조직성과의 모든 지표에

대해 일관된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도 해당 조직의 문

화나 실행정도 및 태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한 세부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각의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또한 서로 다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근로자지원제도 : 근로자지원제도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진단해

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가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 서비스제도, 가사 관련 행정 및 법률상담제도, 가

족초청 행사나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한다.(출처 : 이병훈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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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 구 대 상 내 용

김일경

(2013)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용이성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대한연구

K 공기업

여성근로자

전체(92명)

-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는 일·가

정양립갈등을 감소시키며, 이는

직무만족도를 높임

정장훈

조문석

장용석

(2011)

일․가정

양립제도의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사업체패널

(1,905개)

-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가 시행되

지 않으면, 조직성과 향상에 부

정적임

안은정

신은종

(2010)

일․가정양립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인력

패널자료

(341개)

- 모성보호제도는 매출액증가에 긍

적적이지만, 유연근무제도, 재택

근무제도는 부정적

이병훈

김종성

(2009)

가족친화경영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사업체패널

(1,905개)

- 탄력근무제도, 육아 및 교육지원

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지원

제도 중 근로자지원제도가 동기

부여와 조직몰입에 가장 직접적

으로 작용함

제 3 장 연구대상 및 설계

제 1 절 연구대상

1. 남동발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



- 24 -

므로 연구대상인 남동발전 구성원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 먼

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6년 말 기준 남동발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의 성별은 남자가 88.4%, 여자가 11.6%으로 사업영역(발전전기업)

의 특성상 남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18.9%, 30대

이상 36.3%, 40대 이상 24.7%, 50대 이상이 20.1%로 3․40대 인원이 전

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직급은 일반 직원인 4직급과 초급관리

자인 3직급의 비율이 각각 64.7%, 1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무형태

는 통상근무자가 79.4%, 교대근무자가 20.6%로 5명 중 1명은 발전소에

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발전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77.3%, 본사 및 본사 지원조

직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6.6%로 발전소 현장 근무자가 월등히 많으며,

육아휴직이나 군휴직을 포함한 휴직, 파견, 전출자가 전체의 6.1%였다.

응답자 중 기혼자는 79.4%로 많은 직원들이 보육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표 5> 남동발전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구성비율(%) 비고

성별
남자 88,4

여자 11.6

연령

20대 이하 18.9

30대 36.3

40대 24.7

50대 이상 20.1

직급

1직급 이상 2.3

2직급 5.9

3직급 19.1

4직급 64.7

5직급 이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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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

본 연구는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

므로 연구대상인 남동발전 구성원의 현황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세부

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일家양득’ 정착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 하에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그림 1>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추진체계도

일家양득
목표 Work Slim & Smart를 통한 업무몰입도 제고 및 일과 삶의 균형

중장기

중점과제

도입기(’11년～’15년) 정착기(’16년～’20년) 활성화기(’21년～’25년)

․유연근무도입및양적성장

․교대근무대체근로확대

․가족친화경영

․유연근무문화질적성장

․교대근무 유연화

․일 가정 양립

․생산성과업무몰입도제고

․장시간 근로해소

․일과 삶의 균형

’16년

실행과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유연한조직문화개선

․교대근무4조2교대개편

․탄력적근로노사합의

․일 가정 양립 근무환경

만들기(휴가 촉진 등)

성과지표 유연근무제 활용실적 연장근로시간 직원만족도

출처 : 2016년도 남동발전 경영실적보고서

　구 분 구성비율(%) 비고

근무형태
통상근무 79.4

교대근무 20.6

근무지

본사 등(지원조직) 16.6

사업소(현장조직) 77.3

기타(파견전출 등) 6.1

결혼 및 자녀유무
미혼 20.6

기혼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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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추진체계에 따르면 ’16년부터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양적 성

장의 단계를 넘어 그 내용과 질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당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추진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 일 가정

양립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6>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세부 내용

중점과제 세부내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① 시간선택제 직원 활용(채용 및 전환 등)

② 탄력근무제 시행(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③ 원격근무제 시행(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장시간

근로해소

④ 보상휴가제 도입

(교대근무 및 설비감독자 연장근무에 대한 휴가 보상)
⑤ 노사합동 Work Slim & Smart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추진

- 기관사 근무방식 개선 등의 업무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

⑥ 교대근무 유연화(4조 3교대 → 4조 2교대 등)

일・가정
양립

⑦ 연차휴가 문화 개선 캠페인

- 처실장 휴가계획 공유 및 Block leave

(1주일 이상 휴가 떠나기)

- 연차 의무사용일수 확대 및 연차사용 장려

⑧ 가족친화 문화 장려(가족사랑의 날, 가족초청 경영설명회 등)

⑨ 육아휴직 장려

- 남성육아휴직 장려, 자동육아휴직제 및 복직시 희망근무지 반영

⑩ 난임휴직, 간병휴직 장려

⑪ 육아지원

- 워킹맘․워킹대디 직장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모성보호(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수유시간 인정 등)

 전직원 및 배우자 대상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직업적성 상담, 경력관리, 대인관계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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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표 6>과 같이 13개 항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해소, 기타 일․

가정 양립 정책 등 3가지 중점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류 체

계는 회사 내부적인 목표 및 성과 관리를 위한 분류로 일반적인 분류와

비교하여 모호한 면이 있다. <표 6>을 일반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①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② 탄

력근무제 시행, ⑥ 교대근무 유연화는 근무시간 정책, ④ 보상 휴가제 ⑦

연차휴가 문화 개선 캠페인, ⑨ 육아휴직 장려, ⑩ 난임․간병휴직 장려

는 휴가정책,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는 보육정책, ③ 원격근무제 시행,

⑤ Work Slim & Smart 노사합동 캠페인, ⑧ 가족친화 문화 장려,  근

로자 상담프로그램 시행은 기타 정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7> 남동발전 ‘일・가정 양립정책’ 분류

그리고, 2016년 시행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실적은 <표 8>과 같다. 결

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대부분이 연중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한 탄력근무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시간 정책 휴가정책 보육정책 기타 정책

① 시간선택제직원

채용 및 전환

② 탄력근무제

⑥ 교대근무

유연화

④ 보상 휴가제

⑦ 연차휴가

문화 개선

⑨ 육아휴직 장려

⑩ 난임․간병

휴직 장려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③ 원격근무제

⑤ 노사합동 아이

디어 발굴캠페인

⑧ 가족친화

문화 장려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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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남동발전의 2016년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이용실적

출처 : 기재부 알리오 공시, 2016년도 남동발전 경영실적보고서

한편, 남동발전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

족친화인증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4)를 모범적으로 운

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로『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인증의 경우 최고경

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등의 항목을 평

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하고 가족친화 실행제도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후 일정한 자격을 갖춰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주요 은행 대출

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신청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1년 최

초 인증 이후 한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16년 재인증을 받았다.

4)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

성 등(출처 : 여성가족부(2016),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구 분 현원(’16.1.1) 이용인원(명) 비고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2,190

39

알리오

기준

산출

탄력

시간제

시차 출퇴근형 2,163

근무시간 선택형 692

집약 근무형 4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11

스마트워크 근무형 10

육아휴직 54(여 48, 남 6)

합 계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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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족친화인증 기준

○ 신규인증 기준

구 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60점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 30점 이상)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가점(최대 15점) 40점

이상

45점

이상대기업

공공기관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 공통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

○ 인증유효기간 : 신규 3년, 연장인증 2년, 재인증 3년

출처 : 여성가족부(2016), 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 2016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 여성가족부 웹사이트(www.mogef.go.kr)

제 2 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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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등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대상기관인 남동발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가정 양

립에 대한 세부 정책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각 정책의 목

표와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연구에서는 행정 및 정책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위주로 하여 연구문헌의 원천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보도자료, 주요 정책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도출된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예정이

다.

2. 실증분석 :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한 선행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중요도-성과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PA)을 통한 분석을 시행할 예정

이다. 수행도(Performance) 대신 만족도(Satisfaction)의 개념으로도 활용

되고 있으며, 본 논문 또한 만족도의 개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IPA는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이밖에 행정학, 정책학, 그리고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최영출·이지혜, 2014).

IPA방법은 시각적 구분 및 표현을 통해 자료의 해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제

언을 도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IPA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자 및 집행자들이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

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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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2; 주효진・조주연, 2012).
IPA 분석틀은 아래의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매트릭스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요도와 성과는 이러한 분석틀 내에서 직접적으로 비

교될 수 있다. 중요도-성과 분석(IPA)은 중요도와 성과에 대한 평가점수

에 기초하여 4개 사분면으로 구분되며, 중요도와 성과의 교차점은 표준

편차, 중앙값, 임의적인 방법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는 중요도와 성과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4개의 사분면

은 유지(제1사분면), 집중(제2사분면), 저순위(제3사분면), 과잉(제4사분

면)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
음
↑
중
요
도
↓
낮
음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영역(Concentrate here)
높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유지영역(Keep up the good work)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저순위영역(Low Priority)
낮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과잉영역(Possible Overkill)
낮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낮음 ← 만족도 → 높음

<그림 2>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의 도식화

출처 : 문수열(2015), 한승준(2014)을 재정리

IPA 분석에서는 <그림 2>과 같이 그래프에서 제시된 4사분면의 분

포에 따라 정책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부여된다. 제1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 유지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이다.

제2사분면(Concentrate here; 집중영역)은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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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시급하게 개선이 요

구되는 영역이며, 정책결정자들은 이 영역의 정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사분면(Low Priority; 저순위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개선

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게

된다.

제4사분면(Possible Overkill; 과잉영역)은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른 정

책에 더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문수열, 2015).

본 연구에서는 IPA 방법을 통해 남동발전의 직원들에게 일․가정 양

립 정책의 3대 정책, 13개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

문을 통하여 남과 여, 미혼자와 기혼자, 본사와 사업소, 교대근무자와 일

반근무자, 정책담당자와 일반직원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접점 기준

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각 그룹 간의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4

분면을 도식화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3. 응답자 및 담당자 의견 분석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제 정책 운영과 연계

하여 해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상기관인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 수용자와 담당자들에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의견 수집 방식은 정책 수용자의 경우 설문조사시

자유 의견 기술을 통한 수집된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 정리하

고, 정책 담당자의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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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 정리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제도 운영

실태와 수용성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

언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남동발전의 남과 여, 미혼자와 기혼자, 본사와 사업소,

교대근무자와 일반근무자, 정책담당자와 일반직원 각각의 집단 사이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동발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규모(표본)는 남동발전 직원 현원(2,199명, ’16년 말 기준, 파견․

전출 제외)의 16%인 351명이며 남과 여, 미혼자와 기혼자, 본사와 사업

소, 교대근무자와 일반근무자, 정책담당자와 일반직원의 정책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에는 총

조사표본 351명 중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34명의 표본을 제외한 317

명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표 10> 설문대상 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조사대상 조사기간 현재 남동발전 재직자(전체 대상 2,19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자 설문조사
표본추출방법 무작위 추출
총 표본 351명
유효표본 317명
조사기간 2017년 2월 2일 ～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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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유효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5.5%, 여자가 14.5% 이며, 연령분포는 20대 이

하가 10.4%, 30대 이상 40대 미만 39.1%, 40대 이상 50대 미만 25.9%,

50대 이상이 24.6%의 비율을 나타나 회사전체 구성원의 비율과 전체적

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직급은 초급관리자인 3직급과 일반 직원인

4직급의 비율이 각각 23.3%, 56.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통상근무자가

의 응답률이 87.1%로 회사의 전체적인 구성비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

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근무지는 발전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77.6%, 본사 및 본사 지원조직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2.4%였고,

거주 형태는 가족동반이 65.6%로 단신부임자 보다 약 2배 가량 높았다.

응답자중 미혼인 사람은 22.7%, 기혼자는 77.3%였으며 기혼자 중 88.6%

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일․가정 양립 업무 실

적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12.9%, 일․가정 양립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87.1%였다.

<표 1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비고

전 체 317 100

성별
남자 271 85.5
여자 46 14.5

연령

20대 이하 33 10.4
30대 124 39.1
40대 82 25.9
50대 이상 78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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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지표 및 설문항목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13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기로 한다. 13개의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동발전 ‘일․가정 양립 정책’ 성과 및 인식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정에 대한 분석결과, 중요도 13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0.842, 만족도 13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0.906으로 분석되어 설

문 항목 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항목은 <표12>과 같다.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비고

전 체 317 100

직급

1직급 이상 6 1.9
2직급 28 8.8
3직급 74 23.3
4직급 180 56.8
5직급 이하 29 9.1

근무형태
통상근무 276 87.1

교대근무 41 12.9

근무지

본사 및 지원 71 22,4

사업소 244 77.0

기타(파견, 전출 등) 2 0.6

거주형태

단신부임 107 33.8

가족동반 208 65.6

기타 2 0.6

결혼 및 자녀유무

미혼 72 22.7

기혼
자녀있음

245
217

77.3
68.5

자녀없음 28 8.8

업무상 관련여부
업무관련자 41 12.9

업무 무관련자 276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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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성과 및 인식 설문내용

<설문> 남동발전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家양득’ 추진체계를 정립

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각의 일・가정 양립 정책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는지(중요도),
각 정책별로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자 합니다.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응답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
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①
전혀
만족
하지
않다

②
만족
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1. 시간선택제(채용형・전환형) 
직원 채용

  - 단시간 근무자 채용 등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탄력근무제시행
  -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원격근무제시행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
  - 교대근무 및 설비감독자 연장근무 보상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 노사합동 Work Slim & Smart 캠페인 등
   노사 공동 TF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 교대근무 유연화
  (4조 3교대 → 4조 2교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연차휴가 사용 촉진
 - 처실장 휴가사용 솔선수범 및 Block leave
   (1주일 이상 휴가 사용) 등
 - 의무사용일수 단계적 확대
   (연차수당→연차휴가 사용)
 - PC-OFF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8. 가족친화 문화 장려 
 - 가족사랑의 날(HOT Day 주 1회)
 - 정년퇴직자·가족일터돌아보기 행사, 
   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 등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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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석방법론

먼저 조사대상자 각 그룹 간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그룹 간 일․가정 양립 정책 수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따

라서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천 전략을 예측해 보기 위하여 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라는 중요도와 실행도(만족도) 매

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모든 분석은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 하였다.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응답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②
중요
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①
전혀
만족
하지
않다

②
만족
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
다

④
만족
한다

⑤
매우  
만족
한다

9. 육아휴직 장려 
 - 남성육아휴직 장려
   (아빠의 달’ 시행, 재직년수 인정확대)
 - 자동육아휴직제 및 복직시 희망근무지 도입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난임휴직, 간병휴직 장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육아지원
  - 워킹맘·워킹대디 직장유지프로그램
    (자녀동반 행사 참여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운영(본사, 삼천포, 영흥)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모성보호
  -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수유시간   
     인정 등 모성보호 사규화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전직원 및 배우자 대상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EAP)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기타
   회사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자유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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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만족도 인식차이

1.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정책별 평균과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중요도의 경우 ‘육아지원’이 4.59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난임·간병휴직 장려’, ‘모성보호’의 순으로 나타났

다. 가장 중요성이 낮은 정책은 ‘원격근무제 시행’으로 3.44점 이였다.

반면 만족도의 경우 ‘탄력근무제 시행’이 4.07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육아지원’ 4.01점, ‘난임·간병휴직 장려’ 및 ‘가족친화 문화장려’

가 3.9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만족도 항목으로는 중요

도와 마찬가지로 ‘원격근무제 시행’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3.08점 이었

다.

<표 13>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의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

정 책 중요도 평균 순위 만족도 평균 순위

① 시간선택제직원채용(채용형, 전환형) 3.71 12 3.38 12

② 탄력근무제 시행 4.46 5 4.07 1

③ 원격근무제 시행 3.44 13 3.08 13

④ 보상휴가제 도입 4.31 8 3.44 11

⑤ 노사합동 아이디어발굴캠페인 4.15 9 3.64 8

⑥ 교대근무 유연화 4.03 11 3.58 9

⑦ 연차휴가 사용 촉진 4.38 7 3.55 10

⑧ 가족친화 문화 장려 4.39 6 3.91 3

⑨ 육아휴직 장려 4.52 4 3.7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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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만족도간 차이 분석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14> 와 같다. 결과에 따르

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각각에 대하여

직원들이 기대한 정도와 만족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항목에 있어 직원들이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항

목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또한 대상 집단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더 유의미한지 등에 대한 IPA분석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남동발전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남동발전의 ‘일・가정 양립정책’ 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정 책
중요도-만족도 차이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① 시간선택제직원채용(채용형, 전환형) .331 .911 6.474 .000

② 탄력근무제 시행 .391 .867 8.034 .000

③ 원격근무제 시행 .356 1.189 5.338 .000

④ 보상휴가제 도입 .864 1.226 12.550 .000

정 책 중요도 평균 순위 만족도 평균 순위

⑩ 난임, 간병휴직 장려 4.53 2 3.91 3

⑪ 육아지원 4.59 1 4.01 2

 모성보호 4.53 2 3.78 5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4.11 10 3.7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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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가정 양립정책의 IPA 결과

1. 그룹간 중요도-만족도 분석

우선 각 그룹간 차이를 구체화하여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

고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비교할 대상 그룹은 성별, 혼인여부(자녀 유무 포함), 근무형태, 근무지,

담당업무의 차이(일·가정 양립정책 담당자인지 아닌지)의 총 5가지로 분

류하였다.

1) 성별에 따른 IPA 차이

성별에 따른 IPA 결과는 <그림 3-1>, <그림 3-2>와 같다. 남성 직

원의 경우 육아지원, 모성보호, 탄력근무제 시행, 육아휴직 및 난임·간병

정 책
중요도-만족도 차이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⑤ 노사합동 아이디어발굴캠페인 .511 1.018 8.942 .000

⑥ 교대근무 유연화 .445 .945 8.379 .000

⑦ 연차휴가 사용 촉진 .830 1.200 12.313 .000

⑧ 가족친화 문화 장려 .473 1.060 7.948 .000

⑨ 육아휴직 장려 .773 1.224 11.240 .000

⑩ 난임, 간병휴직 장려 .615 1.098 9.974 .000

⑪ 육아지원 .577 1.054 9.747 .000

 모성보호 .748 1.185 11.232 .000

 근로자 상담프로그램 운영 .379 1.020 6.61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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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장려, 가족친화 문화 장려 등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

두 높은 편이다. 반면에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이나 교대근무

유연화,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근무 시행에는 두 항목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보상휴가제 운영에 대

해서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정책의 과잉영역으

로 보여졌다.

<그림 3-1> 직원(남)의 IPA 결과 <그림 3-2> 직원(여)의 IPA 결과

이 결과는 여성 직원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몇가지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직원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던 모성

보호 제도 시행과 관련한 항목에서 중요도는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만족

도에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보상휴가제 시행이나 연차휴가 사

용 촉진 같이 남성 직원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정책이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직원의 경우 모성보호제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응

답자로서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이나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불만

이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제도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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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모성보호 관련 제도 사용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휴가사용제도에 대한

여성직원의 높은 만족도는 기업내에서 여성직원이 더 휴가 사용에 부담

을 덜 느끼고 있거나 또는 실제로 휴가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2) 혼인여부 및 자녀유무에 따른 IPA 차이

혼인여부를 구분하여 비교한 IPA인<그림 4-1>과 <그림 4-2>에서는

양 비교대상 응답군간의 큰 차이는 찾을 수는 없었다. 육아지원, 육아휴

직 장려, 난임·간병휴직제도, 탄력근무제, 가족친화 문화 장려에 대해서

는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사합동 아이

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유연화,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

근무시행에 대해서는 둘 다 낮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갖고 있었다. 근로

자 상담 프로그램 제도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다른 과잉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1> 기혼자의 IPA 결과 <그림 4-2> 미혼자의 IPA 결과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정책의 사용에 있어, 기혼인 응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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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난 정책으로 분석된 반면

미혼인 응답자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항목으로 나타난 차이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5-1>과 <그림 5-1>의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와 그렇

지 않은 응답자의 분석결과에서는 휴가 정책과 관련한 좀 더 명확한 차

이를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정책과 보상휴가제 운영 정책에 대해 만족도는 낮으나 중요도는 높게 인

식하여 회사에서 더욱 적극적 정책 추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지만 자녀가 없는 기혼 직원의 경우 회사의 휴가 정책에 큰 문제

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둘 다 높게 인식하여 대체로 현재의 정책

추진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휴가제의 운영에 대해

서는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하여 둘 다 낮게 인식하여 과잉 추진 영역으

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두 응답집단 모두에게 중요도

와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난임·간병휴

직 장려, 탄력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문화 장려 정책이었으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정책은 원격근무제 시행,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그림 5-1> 기혼(자녀 有)의 IPA 분석 결과 <그림 5-2> 기혼(자녀 無)의 IP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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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교대근무 유연화,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시행 등 이었다.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정책은 두 집단 모두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3) 근무형태에 따른 IPA 차이

분석 대상 기업인 남동발전의 경우 24시간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업

의 특성상 전 직원의 20.6%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시점의

교대근무자가 20.6%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근무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전 직원의 80% 정도가 전기, 기계,

화학 등 설비관련 담당자로서 재직기간 동안 1회 이상은 교대근무를 수

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본 분석은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1> 통상근무자의 IPA 결과 <그림 6-2> 교대근무자의 IPA 결과

<그림 6-1>과 <그림 6-2>의 결과를 보면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

로 구분하여 IPA를 시행할 경우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는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모

두 공통적으로 육아지원, 모성보호, 난임·간병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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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가족친화 문화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와 중요도를 보였

으며,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이나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

용, 원격근무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정책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일부 제도에 있어서는 근무형태에 따른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정책은 교대근무자 집단에 있

어 높은 만족도와 중요도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통상근무자의 경우 둘

다 낮은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대근무자에게 있어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대근무 유연화 정책

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경우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선택되었지만 통상근무자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정책으로 분류되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경우 그 반대

의 결과가 나타나 교대근무자는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대해 중요도와 만

족도가 둘 다 낮다고 인식하였으나 통상근무자의 경우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만족도가 낮은 정책으로 분류되었다. 육아휴직 장려 정책 통상근무

자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에 분류되었지만 교대근무자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교대근무

자와 통상근무자의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IPA 결과 주요 휴가정책,

근로시간 정책 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근무지에 따른 IPA 차이

다음은 근무지 차이에 따른 IPA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7-1>과 <그림 7-2>의 근무지에 따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세

부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육아휴직 장려제도

에 있어 뚜렷이 나타났다. 본사(지원 조직 포함)의 경우 연차휴가 촉진제

도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도로 분류하였지만 현장(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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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제도로 인식하였다. 반면 육아휴직

장려 제도는 현장에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도로 분류하였

지만 본사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제도로 분류하였다.

본사의 경우 육아휴직제롤 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현장의 경

우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에 불만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 본사, 지원조직 근무자의

IPA 결과

<그림 7-2> 현장(발전소) 근무자의

IPA 결과

5) 업무영역에 따른 IPA 차이

업무 영역의 차이(일·가정 양립 정책 담당자와 미 담당자)에 따른

<그림 8-1>과 <그림 8-2>의 IPA결과는 다른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찾

을 수 없는 매우 도드라지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의 사분면상에 표현되는 결과가 다른

그룹이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정책은 육아지원, 모성보

호, 육아휴직 장려, 난임·간병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가족친화 문화 장려

였으며, 모두 낮은 정책은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 유

연화,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근무제 시행이었다. 중요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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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영역의 정책으로는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보상휴가

제 시행으로 나타났고,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영역의 정책으로

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제도로 나타났다.

<그림 8-1> 정책담당자의 IPA 결과 <그림 8-2> 정책 미 담당자의 IPA 결과

그러나 업무담당자의 경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에게서 만

족도가 낮다고 응답 결과가 나타난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

도가 모두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한 반면, 일반 직원이 중요도와 만족도

둘 다 높다고 응답한 모성보호제도와 난임․간병휴직 제도의 경우 중요

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도로 응답하였다. 또한 보상휴가제, 노사합

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 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제도를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제도로 응답하여, 일반 직원과의 차이를

보였다.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성이 업무 담당자

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성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사에서 정책의 성과나 중요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업무담당자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선택한 영역의 난임․간병 휴직제도나 과잉영역

으로 선택한 보상휴가제 시행, 교대근무 유연화 등은 다른 어떤 비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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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도 선택하지 않은 항목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전체 응답자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다음은 그룹별 비교가 아닌 전체 응답자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다

음 <그림 9>과 같이 사분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9> 전체 응답자 대상 IPA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들의 인식을 중요도(4.24)와 만족도(3.68)의 평균을

중심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 총 13개의 정책 중 육아

지원, 모성보호, 육아휴직 장려, 난임·간병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문화 장려 등 6개의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

유연화,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근무제 시행 등 4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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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차휴가 사

용 촉진과 보상휴가제 운영 등 2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은 반

면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조사되었

으며,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도입 정책의 경우 만족도는 높으나 중요도

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정책에 대한 과잉 추진영역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중요도-만족도 분석

이상의 IPA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응답자 전제를 대상으로 한 IPA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전체 응답자 대상 IPA 결과

구 분

1사분면
<유지영역>

2사분면
<집중영역>

3사분면
<저순위영역>

4사분면
<과잉영역>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전체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음은 그룹별 IPA 결과이다. 전체응답자의 IPA 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드체로 표시하였고, 그룹 내 비교집단과의 차이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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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그룹별 IPA 결과

구 분

1사분면
<유지영역>

2사분면
<집중영역>

3사분면
<저순위영역>

4사분면
<과잉영역>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성

별

남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

② 탄력근무제시행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⑧ 가족친화 문화

⑩ 난임, 간병휴직

⑨ 육아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혼

인

여

부

기혼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 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미혼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⑦ 연차휴가 촉진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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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사분면
<유지영역>

2사분면
<집중영역>

3사분면
<저순위영역>

4사분면
<과잉영역>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자

녀

유

무

자녀

有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無

② 탄력근무제시행

⑦ 연차휴가 촉진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① 시간선택제

직원 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④ 보상휴가제도입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

무

형

태

통상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⑨ 육아휴직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대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④ 보상휴가제도입

⑥ 교대근무유연화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⑦ 연차휴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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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의 설문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그룹(응답자)은 남성, 기혼자 및 자녀 有, 현장 근무자, 업무 미담

당 그룹이었다. 아무래도 회사 내 인력구성 비율 및 응답자 비율을 고려

구 분

1사분면
<유지영역>

2사분면
<집중영역>

3사분면
<저순위영역>

4사분면
<과잉영역>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근

무

지

본사

② 탄력근무제시행

⑦ 연차휴가 촉진

⑧ 가족친화 문화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⑨ 육아휴직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⑥ 교대근무유연화

⑤ 노사합동캠페인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장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업

무

관

련

여

부

담당

② 탄력근무제시행

⑦ 연차휴가 촉진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⑪ 육아지원

⑩ 난임, 간병휴직

 모성보호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④ 보상휴가제도입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미담당

② 탄력근무제시행

⑧ 가족친화 문화

⑨ 육아휴직

⑩ 난임, 간병휴직

⑪ 육아지원

 모성보호

④ 보상휴가제도입

⑦ 연차휴가 촉진

① 시간선택제

직원채용및활용

③ 원격근무제시행

⑤ 노사합동캠페인

⑥ 교대근무유연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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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을 때 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

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또는 다수 응답자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IPA

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구성원들은 전체적으로 휴가정책과 근무시간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휴가정책 중 보상휴가

제 도입 및 실행에 관한 정책과 연차휴가 촉진 정책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 채

용 및 활용, 원격근무제 시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 교대근무 유연화 정책에 낮은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를 줬

으며,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정책의 경우 중요도는 낮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남동발전의 다양한 구성원의 생각을 대변한다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결과보다는 그룹별 차이를 분

석하여 각 그룹 간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동발

전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의 보완을 추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룹 간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제도는 휴가

제도이다. 연차휴가 촉진 제도의 경우 다수의 그룹에서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 영역(집중영역)에서 나타나나 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

본사 근무자, 일․가정 양립 정책 담당자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둘 다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미혼자와 교대근무자의 경우의 경우 중요도

와 만족도가 둘 다 낮았다. 보상휴가제의 경우도 다수의 그룹에서는 높

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둘 다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경우 중

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낮은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정책 담당자의 경우

는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어 그룹간 인식에 혼

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제도의 경우 다수의 그룹에서 낮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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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높은 만족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로 과잉추진되고 있는 제도

임을 알 수 있으나, 교대근무자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높았고,

통상근무자의 경우 반대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낮아, 교대근무자에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교대근무 유연화 제도는 교대근무자에게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제도로 분류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가 둘 다 낮은 저순위 영역으로 분류되어, 교대근무 유연화에 대해 당사

자인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성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여성그룹에서는 다른 그룹과는 달리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낮

은 만족도를 보였고, 업무담당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그룹과 제도의

중요도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라 생

각한다.

제 3 절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의견 분석

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응답자 의견 분석

정책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의견은 문항에 대한 설문에 답변을 하면

서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는 항목을 두어 이를 통해 취득하였다. 의견

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응

답자 351명 중 112명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의견의

총 118가지로 집계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정책의 유형(근무시간정책, 휴

가정책, 보육정책)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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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의견 분류

응답자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자유 기술 항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몇가지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근무시간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해진 제도를 이행하는데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한 탄력근무제를

신청하긴 했지만 실제 업무량이나 기업 분위기 등을 보았을 때, 신청한

탄력근무제 대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의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기 때

문에 탄력근무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work slim화 캠페인 등

을 통한 업무량 감축과 추가 인력 배치를 통한 연장근무를 감소시키는

등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의 경우 탄

력근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부적인 할당 목표에 의해 탄력근

구 분 건수 주요내용

근무시간 정책 21건

․기존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정해진 시간 퇴근이 어려움
․탄력근무제 등에 따른 실질적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
․업무 감축을 통한 근무시간 감축이 어려움
․시간선택제 의무 할당 지양 필요

휴가정책 37건

․휴가 시 근로공백에 대한 대책 필요
․휴가 내기 어려운 기업문화 잔존
․연차사용 촉진에 따른 강제 휴가 개선 필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보육정책 2건 ․소규모 사업장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요청

기타정책 58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필요
․제도활용에 대한 상급자 인식 개선
․제도의 현실성(실행력)이 부족함

계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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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를 신청하고 실제 출퇴근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가나 기관이 정한 제도가 오히려 부작

용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휴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

이 제시한 의견은 휴가 시 근로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

다. 정부나 기업에서 권장하고 있는 각종 휴직제도 사용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유연하게 대체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휴직에 비해 짧은 연차휴가 시에도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또한 연차휴가나 휴직을 장려한지 몇 년 되지 않았

기 때문에, 근무시간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업분위기상 휴가제도를 마음

껏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남성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한편, 남동발전의 경우 연

차휴가 사용 촉진에 따라 직원에게 주어진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량에 대한 문제’ 나 ‘잦은 휴가 사용

에 대한 눈치 보기’ 등으로 지나친 휴가 촉진을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들

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크

게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본사를 비롯, 다수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

업장의 경우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 회사의 보육 지원정책에 대해 만

족하는 것이 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응답자의 85% 이상이 남성이기 때

문에 근무시간 정책이나 휴가정책 보다는 차선으로 생각하여 의견을 내

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기타의견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며 많은 부분은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조직문화, 인식(특히 상급자) 개선이 필요하다

는 점이었다. 제도의 현실적이 적다거나,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활용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결국,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연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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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업무 담당자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의 타당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일․가

정 양립 정책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진행되

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본사 업무담

당자 4명, 사업소 업무담당자 4명으로 인터뷰는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

지 진행되었으며,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각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IPA 결과를 보고 각

정책별, 그룹별 의견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하

였다.

1) 근무시간 정책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그룹에서 중요

도와 만족도가 낮았는데, 실제 회사 내에서 단시간 근무가 가능한 직무

가 많지 않은데, 채용 할당 또는 활용 실적을 의무화 하기 때문에 오히

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탄력근무제의 경우 실제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기 떄문에 모든

그룹에서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이 평가되었는데, 일반직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업문화나 업무량 등의 이유로 실제 정해진 시간내에 출근

하고 퇴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였다.

2) 휴가정책

많은 그룹에서 연차 휴가 촉진 제도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는 두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연차휴가 촉

진에 따른 휴가 증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연차수당 감소에 대해

불만족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과 둘째는 연차 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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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기업문화이다.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도 육아 휴직 사용시 급여

가 일부 감소하는 데에 대한 부담과 육아 휴직 사용 시 장기간 공석 발

생 및 부서 분위기에 따른 휴직 사용 어려움 두가지 라는 의견이 많았

다.

3) 보육정책

모성 보호 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만족도는 제도 이용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모성 보호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은 실제 제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여성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4) 기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유지영역(높은 중요

도와 만족도)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생각은 실제 교대근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이에 따른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

각했다. 상담을 위해서는 주중에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데, 교

대근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기타 다른 그룹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은 실제 본인업무와 연계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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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동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13가지 일․가족 양립제

도 각각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는 2017년 2월 대상기

관의 구성원에게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응답

결과의 함의를 해석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작성한 회사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정책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의

견을 종합하여 설문 분석 및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동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일․가정양립 세부정책에

대해 구성원들은 모두 중요도보다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성

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물론 비교 대상 그룹인 성별, 혼인여부

(자녀 유무 포함), 근무형태, 근무지, 담당업무의 차이(일․가정 양립 정

책 담당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에서 단 한 가지 항목도 만족도가 더

높이 나타난 항목은 없었다. 이는 아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력이

구성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는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각각에 대한 중요

도와 만족도를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제도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유지영역으로 분류된 제도는 13가지 제도

중 탄력근무제 시행, 가족친화 문화 장려, 육아휴직, 난임․간병 휴직, 육

아지원, 모성보호 등 6가지 였으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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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분류된 제도는 보상휴가제 도입, 연차휴가 촉진 등의 2가지 였

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낮은 저순위 영역의 제도로는 시간선

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원격근무제 시행, 노사 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

페인, 교대근무 유연화 등의 4가지 였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

은 과잉 영역의 제도로는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가지로 나타났

다.

셋째, 기업에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 각각에 대한 전체 구성

원의 일반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는 구성원 특성에 따라 분류한 그룹별 중

요도, 만족도와는 차이(gap)가 있다.

넷째,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휴가제도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휴가

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은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 둘 다 높다 높은 유지영역에 있

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 제도에 활용에 대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집중영역에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제도를 활용하

는 집단인 여성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도를 활용

하지 않는 집단인 남성의 공감대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여성 직원들이 모성보

호제도를 활용하는데, 업무 분위기나 다른 직원들의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섯째,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혼인여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 각각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주는 요인은 되지 못하며, 다만 휴가제도의 인식에 대한 차이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와 비교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자녀유무에 따른 비교까지 확대해 보아도 자

녀가 없는 경우 연차휴가 제도나 보상휴가제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거

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회사의 휴가정책에 대해 조금 덜 민감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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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휴가제도에 대해 크게 문제점

을 느끼지 않는 편이었다.

여섯째,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통상근무자에게는 중요도

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저순위 영역으로 분류된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제도가 교대근무자에게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영역으로 분

류되어 본 제도가 교대근무자를 중심으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변화와 관련된 교대근무 유연화 정책과 관

련해서는 교대근무자에게는 집중영역으로 분류되지만 통상근무자에게는

저순위 영역으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근무형태 직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근무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연차휴가 촉진에 대해

서는 두 그룹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본사의 경우 만족도가 높아 유

지영역으로 분류된 반면, 현장의 경우 만족도가 낮아 집중영역으로 분류

되었다. 이는 발전소 현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

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업소의 경우 보수적인 분위기로 휴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응답자 의견이나 업무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현장에서 유지영역으로 분류한 육아휴직

장려제도가 본사에서는 집중영역으로 분류되어 본사에서의 육아휴직 사

용과 관련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련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업무담당자의 경

우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몇몇 제도에 대해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집중영역으로 선택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업무 담당자의 경우 유지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으

며, 다수가 유지영역으로 선택한 모성보호 제도나 난임․간병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집중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직원들이 저순위 영역으로

분류한 노사합동 아이디어 발굴 캠페인과 교대근무 유연화 제도, 그리고

집중영역으로 분류한 보상휴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과잉영역으로 분

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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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는 직원들의 필요나 인식과는 관련 없이, 정부나 회사에서 정책적

인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업무로 관리하기 때문으로 업무담당자로서

달성 목표가 높으면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분류 될 수 있고 목표가 낮

으면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분류되는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두번째는 실제 일반 직원들이 생각하는 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반 직원들과 업무 담당자

의 인식의 괴리는 제도의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의 의의

최근 정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문제를 극복

하고자 일․가정 양립 정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개하여왔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기업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일․가정양립정책의 실질적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부적으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첫째, 2016년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문을 함으로써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아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를 토대로 휴가정책, 근무시간정책 등을 비롯 각종 정책에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기업, 특히 공기업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유사 공기업이 정책을 이

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일․가정 양립제도의 시행 여부가 조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면, 본 연

구는 대상 기업에서 어떠한 제도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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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높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일․가정 양립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기여를 하

는지 분석한 많은 연구들과 함께, 본 연구는 왜 그 정책이 재무적인 성

과에 기여하는지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기업의 성과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고,

그 제도가 잘 시행되는 기업이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더 확충하고 이용만

족도를 제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이러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효과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그 본격적 정책 도입이 10여년 지난

지금 질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가 정책적으로나 공기업 등의

내부에서 일․가정 양립제도를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라 그룹별로 집중영역으로 분류된 정책에 대해

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과잉영역이나 저순위 영역

으로 분류된 제도에 대해서는 추진 내용을 재검토 하거나 제도의 보완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다수의 집단에서 집중영역으로 분류된 연

차휴가 촉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용도를 강화하여 만족도와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및 활용 방안이나

원격근무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동시에 낮다고 판단한 그

룹이 많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

대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

이 낮게 평가된 만큼 본 제도를 교대근무자 등 특정 그룹를 중심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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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둘째, 서로 다른 입장의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이해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이 집중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연차휴가 촉진 및 이에 따른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여성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며, 여성의 경우도 모성보호 제도 활용에

있어 남성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집중영역

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대근무 유연화 제도에 대해 통상근무자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사근무자들은 현장근무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근무자들은

본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당 제

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업무담당자는 일반 직원들이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중요도나 만족도 등 각 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정책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업무담당자 스스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제도의 우선순위가 실제 일반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및 관리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남성이나 현장

근무자의 경우 특히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해

연차휴가를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탄력근무제 또한 퇴근 눈치

보기 등으로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째,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이 필

요하다. 의견조사나 업무담당자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제도 중 만족도가 낮은 제도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휴가나 휴직,

탄력근무제를 활용했을 때에 대한 업무공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

되었다. 이는 제도 실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지원 없이 제도가 도입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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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할 수 있는 추가 인력 채용이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우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시기를 선택하는 과정

에서 한계를 가진다. 남성의 비율 월등히 높은 장치 산업군에 속하는 특

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성격의 기업에

경우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2017년 초에 2016년에 시행한 일․

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조사시기의 특수한 분

위기나 과거의 인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비교 대상시기가 없기 때문

에 설문의 결과가 편향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직․간접적적인 실제 활용여부

를 토대로 설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일․

가정 양립정책은 실제 사용하고 경험해 본 응답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탄력근무제의 경우 많은 응답자가 실제 사용해보았거나, 주변동

료의 사용으로 인해 이에 따른 정책의 중요도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활용 정도가 낮기

때문에 평소의 개인적인 인식이나 추측을 근거로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

성이 높아 응답이 일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향후 연구방향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 66 -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비슷한 산업군 또는 이종 산업군 간의 정책과

그에 대한 인식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앞서 언급된 한계들을 향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의미있는 연구

가 계속되길 바라며 본 연구가 차후 후속연구를 위한 가이드가 될 수 있

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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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nalysi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Using IPA

- Focused on Korea South-East Power Co., Ltd. -

Ryu, Hye Ya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stimulate economic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many countries are mak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efforts, and

Korea is no exception. Formally, in November 2007,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for Men" was changed to "Equal

Employment for Gender Equality and Labor-Family Relations Support

Act".

And at the forefro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there

ar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ublic corporations, and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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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implements a variety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However,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system competingly, and the examination of the system which is the

most effective and the less effective system among the numerous

systems is negl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various

polic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implemented in a specific public

corporation and to see how important each policy is and how

effective it i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public

corporations are analyzed through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suggested policy proposals through additional

comments.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members,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satisfaction of the 13 work – family

reconciliation detailed policies as lower than the importance. Also,

each system showed different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re were six types of programs that were classified as

“maintenance areas” in terms of bot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the IPA for all of the members. These we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lexible working system, promoting family friendly culture,

parental leave, subfertility and care leave, childcare support, and

maternity protection. The importance is high but satisfaction is low,

institutions that are classified as “focus area” were compensation

leave and promote annual leave. Also the “low-ranking area”, which

has both low importance and high satisfaction, consisted of emplo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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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based employees, implementing a remote work system,

campaigning for joint labor-management ideas, and flexible working

shifts. And In the "excess area" policy of low importance but high

satisfaction, there was a worker counseling program.

However, when the members were divided into groups and

analyzed, they showed different result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the vacation system was low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and the

satisfaction of females was relatively low for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In addition, marital status influenc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vacation system. And in the case of shift worker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worker counseling

program into the “maintenance area” and the regular worker in the

“low-ranking area”. In the case of field workers, annual vacation

promotion system was classified as “focus area”. However, employees

at head office were classified as “maintenance area”,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vacation promotion system was lower in the field.

In addition, in the case of task managers, the results of the survey

di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perceptions of all employees or

analyzed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 policies are seen as the goal

of securing business performanc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ovided when implementing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within the public enterprise.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olicies, focusing on policies classified as "focus areas" for each

group.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pplementing the system

based on the system classified as "low-ranking area" or "excessive

area". Second, we should promo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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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employees.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understand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at are important for employees in

different areas. Third, the task person should try to understand the

needs of the members rather than to look at the policy as a means

to achieve the work performance and to implement the appropriate

policy.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ed system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manager and the

work enviro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n attempt to analyze

concrete contents and policie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t is necessary to follow-up

study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olicies between

similar industries or heterogeneous industries.

keywords : Work family reconciliation policy, family-friendly

management, vacation policy, Working time policy,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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