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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근로권과 부모권의 양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두 권

리의 양립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일ㆍ가정

양립제도 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를 새로 시행하게

되었다. 육아시간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24개월 동

안 급여의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제도 정착까지는 일정한 시

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의 원활한 사용을 위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ATA를 통해 분석

하였다. 또한 설문을 보완하고 개인의 사례 및 제도 사용경험과 현장의

상황을 풍부히 이해하고자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업무적 요인인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과업지향적 문화와 비우호적 분위기의 세부지표 중 조직 내 제도

사용자가 드묾만 육아시간제 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비우호적 분

위기의 세부지표 중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은 유의하지 않았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 지

표 중 초과근무의 불인정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재량규정과 산정방식

의 불합리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질적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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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해보면 제도 대상자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업무적, 조직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장애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육아시간제에 대한 안내와 조직 내 가정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둘째, 육아시간제 사용자 확대를 위해 강제적

제도 사용을 위한 인사평가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단축된 근

무시간에 맞는 업무량이 주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제

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육아시간제가 잘 정착하여 많은 육

아기 공무원의 부모권과 근로권이 조화롭게 보장받기를 바란다.

주요어 : 육아시간제, 일 · 가정양립제도, 업무특성, 조직문화, 제도규정

학 번 : 201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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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 통계청 일ㆍ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

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두 가구

당 거의 한 가구가 맞벌이인 셈이다. 맞벌이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남성과

여성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체제와 문화에서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

면서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母)들은 가

족문화적인 전통으로 일과 가정의 주책임자 역할을 요구받으며 역할갈등

에 직면해있고,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근로시간, 일 중심의 과업문화

등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며 일ㆍ가정 양립에 어

려움을 겪다가 해결이 안 될 경우 경력단절에 이르게 된다(김승희 외,

2013). 취업부모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부(父)의 고용률은 비

교적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만 모(母)의 고용률은 6세 이하 자녀

가 있는 경우 46.4%, 7세~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59.5%, 13세~17세 자녀

가 있는 경우 69.2%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모(母)의 경제활동

참여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출

산을 기피ㆍ연기하거나 추가 출산을 최소화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로 떨어지며 심각한 인

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경력단절, 일ㆍ가정 갈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균형과 양립을

목표로, 남성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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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모성보호를 위한 산전ㆍ후휴

가 및 육아휴직제,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지원제도, 근로시간 및 근로형

태의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일ㆍ가정양립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육지원제도나 산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산전ㆍ후 휴가나 육아휴

직은 보통 영아기 때 사용하고 보육서비스도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을 위

한 것으로, 이들 제도만으로는 자녀 육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따

라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단축제 사용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 또한 여성 공무원

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2018)에 의하면 행정부 국가

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였고, 맞벌이 공무원 비율

도 52.1%에 이르고 있다. 가정보다는 직장이,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시

되고 장시간 근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직 조직문화에서, 자녀가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일과 육아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의 삶

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장혁 외, 2015). 이에 정부는 우수한 공직 인력들

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잘 향상을 꾀

하며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등의 휴가ㆍ휴직제도, 그리고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탄력적 근무를 위한 유연근무제 및 근

로시간 단축을 위한 육아시간제 시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육아시간제는 “육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시간단축제로, 정

부가 육아기 공무원의 원활한 일ㆍ가정양립을 위해 작년부터 새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육아시간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24

개월 동안 급여의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

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가 일ㆍ가정양립의 방안으로 언급되고 많이 사

용되고는 있지만 원활한 일ㆍ육아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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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에

서 오롯이 ‘육아’ 만을 목적으로 급여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

제에 대응해 “육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

민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육아시간제는 경제적 부담이나 경력단절, 시

간확보의 고민 없이, 공무원이 양육권과 근로권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제가 충족하지 못하는 일ㆍ가정양립에 있

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가 확대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된 연구도 없는 실

정이다. 모든 제도가 제도 자체와 현장에서의 사용간극이 발생하듯 육아

시간제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 육아휴직처럼 출산 후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정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기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육아시간제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육아

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업무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초기단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육아기 공무원이 일ㆍ가정양

립을 어려움 없이 해나가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육아기 근

로자들의 부모권과 근로권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사회적 방향성을 제

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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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일ㆍ가정양립의 개념 및 제도 현황

1. 일ㆍ가정양립의 개념

일ㆍ가정양립은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포함한 가정의 의무와

직업적 의무를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영옥, 2017). 즉

남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일과 가

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임신

ㆍ출산ㆍ육아기에 경력단절의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에게는 노동권을, 남

성에게는 부모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존

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최근에는 일ㆍ가정양립을 일ㆍ

생활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일

ㆍ생활균형은 일ㆍ가정양립보다 더 포괄적 범주로, 자녀 양육뿐만 아니

라 노인 및 환자 돌봄, 여가, 자기계발,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개인의 삶

과 일과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송혜림, 2012). 즉 일ㆍ가정양립이

가정의 영역과 일의 영역을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두 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면, 일ㆍ생활균형은 개인의 여러 사회적

역할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시간, 에너지 및 의무가 균형을 이

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윤자영 외, 2016). 하지만 가정생활이나 개

인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조화를 통해 삶의 만족감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

에서 두 용어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ㆍ가정양립’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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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ㆍ가정양립제도 현황

일ㆍ가정양립제도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직장에서 임신ㆍ출산기의 여성을 보호하고, 육아 돌봄을 사회가 함께 분

담함으로써, 남녀 근로자가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

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정장훈 외, 2011).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가정 내 양육

의 책임과 직장생활의 갈등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며 출산율이 저하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을 남

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으로 전면개정하면서 가족친

화적인 일ㆍ가정양립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김영옥,

2017). 대표적인 일ㆍ가정양립정책으로는 임산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시

간을 보장하는 휴가ㆍ휴직제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영유아 돌봄을

위한 보육지원제도가 있다. 휴가ㆍ휴직 제도로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

출산 및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전ㆍ후 휴가,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고, 보육지원제도로는 직장 및 국공립보육시

설 설치 지원,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등이 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의 양을 조절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로, 근로시간단축제 등이 있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바로 근로시간

이다. 부모권과 노동권 수행에서 느끼는 시간제약이 일ㆍ가정 갈등을 야

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ㆍ가정양립의 대표적 제도인 육아휴직제와

일ㆍ가정의 병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가 고용 상태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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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출산ㆍ양육에 따른 여

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성의 가족 돌봄 책임을 지원함으로써, 부모

권 또는 양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김미주, 2006).

정부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육아휴직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육아휴직 대상, 휴

직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육아휴직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만 8세 이

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는 휴직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를, 3개월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한다. 또한 남성 대부분이 주생계부양자인 현실에서 육아휴직

수당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

빠육아휴직보너스를 월 상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임

용권자는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육아휴

직시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으

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을 모

두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공무

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

는데, 15.5월부터 남성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

당 3년으로 확대하였고, 남성 대부분이 주생계부양자인 현실에서 육아휴

직수당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7년 7월부터 ‘아빠의 달1)’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1)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지급하는 수당 지급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두 번째 육아휴

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명칭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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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휴직기간 동안의 안정된 신분

보장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소폭 감소한데 비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5년간 약 2배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전체 육

아휴직 사용자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남성의 가사ㆍ육아분담 문화 확

산 및 육아휴직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표 1-1>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월 ’17년

전체 6,671 7,050 7,602 7,993 8,093 8,372

남성
756

(11.3%)
928

(13.2%)
1,100

(14.5%)
1,269

(15.9%)
1,528

(18.9%)
1,885

(22.5%)

여성
5,915

(88.7%)
6,122

(86.8%)
6,502

(85.5%)
6,724

(84.1%)
6,565

(81.1%)
6,487

(77.5%)

2018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교육공무원 제외, ’17년도는 교육공무원 및 검사 제외

한편 2017년 일ㆍ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인사혁신처 설문조

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3년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46.8%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임금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근평ㆍ승진 등 불이익 우려,

대체인력 부족, 비우호적 조직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 인사상 불이

익 방지, 복귀 시 원하는 보직으로 배치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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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2017년도 육아휴직 발령기간

(단위 : 명, %)

구 분 합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9개월
미만

9월~1년
미만

1년
이상

남

인원 1,882 330 385 304 79 784

비율 100%
17.5% 20.5% 16.2% 4.2% 41.7%

38.0% 62.0%

여

인원 6,438 805 993 954 495 3,191

비율 100%
12.5% 15.4% 14.8% 7.7% 49.6%

27.9% 72.1%

합계
인원 8,320 1,135 1,378 1,258 574 3,975

비율 100% 13.6% 16.6% 15.1% 6.9% 47.8%

2017 일ㆍ가정양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인사혁신처

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주 5일, 1일 8시간의 획일화된 근무에서 벗어나, 개인ㆍ

업무ㆍ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

택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의 주된 이유는

일ㆍ가정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있다. 여성의 경제참여율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전통적인 노동환경 구조 하에서 일ㆍ가정 갈등 문제가 심

각해짐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직장에서는 업

무과정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최종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가 확

산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다(박한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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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ㆍ가정양립이 보육서비스나 휴가ㆍ휴직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고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진종순,

2012). 이에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규정하고 공공부문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공직에

서도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의 사기 양양, 일ㆍ가정양립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법 제26조(근무시간의 단축임용)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시간제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 전자정부법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에 따라 여

러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근무형태의 조정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내

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탄력근무제

가 이에 해당한다. 탄력근무제에는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며 출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에 제약받지 않

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시간선

택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주 5일 미

만으로 근무하는 집약근무제, 별도로 정한 근무시간이 없이 프로젝트 수

행으로 40시간이 인정되는 재량근무제가 있다. 근무장소의 조정은 직장

이라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방식으

로,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원격근무제에는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근무제, 집이 아닌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근무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량 자체를 유연

하게 조정하는 시간선택제근무가 있다.

시간선택제근무는 유연근무제의 여러 유형 중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근

로시간의 유연한 선택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다. 새로운 일자

리 창출과 여성ㆍ노인 인력의 취업 촉진, 일ㆍ육아 병행, 여가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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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등의 다양한 삶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김

기형 외, 201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적인 1일 8시간, 주 40

시간 전일제 근무보다 짧은 시간(주15～35시간) 동안 근무하고, 급여는

근무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받는다. 공직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일자리 창출의 의미

에서 신규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표 1-3> 공직의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내 용

시간선택제
근무제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 15시간 ∼ 35시간 근무)

탄 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 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주40
시간 근무)

집약
근무형

‣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주 3.5일~4일 근무(주 40
시간 근무)

재량
근무형

‣ 출 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원 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2017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

신처에 따르면 2017년도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용이 전년보다 211.3% 증

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근무시간

선택형과 집약근무형도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시간선택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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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 다른 유형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

무 공무원은 1,503명으로 1.3%에 그쳤다. 2016년도 인사혁신처에서 실시

한 중앙부처 공무원 55,486명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 이용현황 설문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한 번 이상 이용한 공무원은 42.1%로, 출

퇴근 편의, 임신과 육아, 효율적인 업무수행 순의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업무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

을 주었다는 답변도 약 70%에 달하여 사용자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57.9%는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

유로는 업무시간 변경의 어려움, 상사ㆍ동료의 부정적 인식, 장시간 근로

등을 꼽았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사나 동료의 인식을 개선하

거나 간부급 이상이 솔선수범하여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유연근무제 신

청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표1-4 > 중앙부처 유연근무제 사용 현황

(단위 : 명, %)

연도
이용인원
합계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제
근무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
워크형

2017년 116,131
69,744
(60.1%)

42,470

(36.6%)

616

(0.5%)

3

(0%)

204

(0.2%)

1,591

(1.3%)

1,503

(1.3%)

2016년 37,301
28,033
(75.2%)

5,329
(14.3%)

366
(1.0%)

8
(0%)

210
(0.6%)

1,396
(3.7%)

1,959
(5.3%)

2015년 27,257
20,290
(74.4%)

3,934
(14.4%)

148
(0.5%)

29
(0.1%)

178
(0.7%)

1,363
(5.0%)

1,315
(4.8%)

2014년 24,259명
18,853
(77.7%)

2,119
(8.7%)

89
(0.4%)

1
(0.0%)

154
(0.6%)

2,003
(8.3%)

1,040
(4.3%)

2018 인사혁신처 (연 12일 이상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중복이용 포함) 

/ 교원, 군인, 교대·현업  근무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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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아시간제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르면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

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시간제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일 1

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시기와 겹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 제도가 육아기 공무원의 육아해결에 실

질적으로 사용되어 원활한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2018.7월부터 대

상범위와 사용기간을 만 5세 이하 자녀 24개월로 확대하였다. 육아시간

제는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이 없어 경제적 걱정 없이 단축근무를

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아시간제는 아직 시행 초

기 단계라 관련된 연구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현황 파악이 어렵

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대신 살펴

보며 공직 내 육아시간제 사용을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육아휴직이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고용보장의 불안감 및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

지자, 정부는 이러한 육아휴직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일ㆍ가정양립

통해 근로자의 삶이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2008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

였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간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제도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성화 및 아이와 함께하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일 1시

간 단축시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하는 등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을 방

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04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51.9%가 육아휴직보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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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김영옥 외(2014)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

직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사용한다는 근로자가 전체 응답자의

50.2%로 나타났다.

2018 일ㆍ가정양립지표에 의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자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소득

감소, 동료에의 업무부담,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제도 사용시기 및 사

용기간의 제약, 인사상 불이익, 사업주의 단축근무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

움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한인상, 2014).

<표 1-5> 육아휴직제(A)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B) 사용자 수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A B A B A B A B A B

합계 69,616 736 76,833 1,116 87,339 2,061 89,795 2,761 90,123 2,821

남자 2,293 44 3,421 84 4,872 170 7,616 378 12,043 321

여자 67,323 692 73,412 1,032 82,467 1,891 82,179 2,383 78,080 2,5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연도별 신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 수 기준

이상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사용현황을 볼 때, 공직의 육아시간제

도 업무부담,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사상 불이익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이 저조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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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 간의 관계

일ㆍ가정양립제도가 확대될수록 제도 간 간극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

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윤자영 외, 2016). 유연근무제나 육아시간제 등의 근로시간단축제가

바로 그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및 육아시간제는 모두

일ㆍ가정양립을 추구하는 정책이지만, 각 제도간 목적이 다르고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도를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개인과 자녀의 생애주기를 고려

하여 적절히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출산ㆍ육아기의 일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영아기의 자녀양육을 원활하게 해주지만, 유자녀 근로자의 생

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 제도만으로는 온전한 일ㆍ가정양립이 어려운

실정이다(홍승아, 2012). 육아휴직 이용자 다수에게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시가 실질적으로 더 힘든 시기이다(윤자영 외, 2016). 휴직기간 동안

에는 온전히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지만, 직장복귀시 특히 맞벌

이 부부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육아휴직 이후 보육기관이나 대리양육자의 도움으로 직장과 가정생

활을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육의 주책임자는 부모로서 부

모의 출퇴근시간과 보육기관의 등하원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한다. 보통 보육시설의 등하원 시간은 9시～4시인 반면, 퇴근은 6시 이후

이기 때문에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자녀의 돌봄공백은 영

유아기보다 초등학교에 진학 후 더 심각해진다(김소영 외 2011; 문미진

외; 2014; 윤자영 외, 2016). 경향신문(2019)에 따르면 “돌봄 공백이 전면

화되는 초등 1학년”,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많이 생긴다는 초등 1학년”

이라고 하였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1～2시에 정규교과과정이 끝나는데

초등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면, 부모의 퇴근시간

까지 긴 시간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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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원에 보내게 되고 이는 결국 초등학생 사교

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통계청 2019).2) 또한 저녁시간 돌봄 공백으로 자녀가 혼자 집에 있게 됨

으로써 자녀의 안전과 생활습관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조영희 외,

2009). 공무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및 과다한 업무

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육아휴직 자체만으로는 자녀를 유ㆍ초등기까지 충분히 돌볼 수

없어 진정한 일ㆍ가정 양립이 성립되기 어렵다. 육아휴직 이후 자녀 양

육문제 해결방안 여부는 육아휴직 이용자의 직장복귀 및 고용유지에 중

요한 요인이기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휴직을 하거나 퇴사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시 자녀양육을

위해 일정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대안으로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제근

무 및 육아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우리나

라 근로문화에서는 협업의 어려움, 상사나 동료의 눈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무제 이용이 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윤자영, 2016). 유연근무제에는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의 유

연성의 정도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택근

무, 원격근무, 시간제 근무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박한준(2013)은 유연근

무제 중 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며 전통적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가

장 유연성이 낮고 규칙성이 강한 시차출퇴근제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다고 하였다. 2018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사용현황

자료에서도 시차출퇴근제 활용률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에서 가장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이다. 반면 근무장소나 시간 등에서 유연성이 큰 원격근무제나

집약근무제 등은 새로운 제도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및 비우호적인 조직

2) 사교육 참여율 : 초등학생 82.5%, 중학생 69.6%, 고등학생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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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등의 사유로 활용도가 저조하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이

라는 근무시간의 경직성으로 인해, 육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자

기계발과 휴식을 위한 개인시간을 가사와 육아에 할애할 수밖에 없어 삶

의 질이 떨어지고 일ㆍ가정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김승희 외, 2013).

예를 들어 자녀 하원이 4시인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여 7시 출근

및 4시 퇴근 후(일8시간 근무) 자녀를 직접 돌볼 수는 있으나, 출근을 7

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등원을 챙기기 어렵고 2시간 일찍 하루

를 시작함으로써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로가 쌓이기도 한다. 육

아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야만 질 높은 육아를

할 수 있다. 이에 육아기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느끼는 시간제약

과 시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여나 승진의 일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50%까지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기도 한다(이현아

외, 2012; 김소영 외, 2013; 윤자영 2016).

유연근무제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근무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이지만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일제 유연근무제와 다르

다. 양인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미취학자녀 돌봄, 취학아동 교육, 자기계발 순의 목적으로 나타났

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이 제도를 선택하는 주 목적이 자녀 돌봄인 만큼,

육아기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해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급여가 감소

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제 근무에 적합한 업무발굴이나 전문

성을 갖춘 대체인력 확보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

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배귀희, 2011). 특히 2017 인사혁신처에 의

하면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사

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급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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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른 육아를 위한 절대적 시간부족을 들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육아기 공무원이 아이 키우

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급여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

는 육아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시간제는 하루에 최대 2시간 소득

감소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 2시간이라는 절대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40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유연근무제와 차이

가 있고, 단축근무임에도 급여 삭감이 없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와

차이가 있으며, 근무를 지속해 경력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보전된

다는 점에서 육아휴직과도 차이가 있다3). 즉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부

담 없이 육아를 위한 절대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육아기 공무원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공직에서는 3년의 육아휴직

중 보통 출산휴가와 유급의 육아휴직 1년은 연달아 쓰는 분위기이고 무

급의 2년ㆍ3년째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쓰곤 하는데, 무급의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복직하

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기관이용과 육아시간제로 단축근무를 병행하면

수월하게 육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육기관 하원을 위해

4시에 퇴근할 경우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대신 출

근을 2시간 일찍 해야 되어서 아이의 등원을 챙기지 못하지만, 육아시간

제를 사용하면 2시간 출근 시간을 앞당길 필요 없이 일찍 퇴근할 수 있

기 때문에 아이의 등하원 모두를 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시간적

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여러 근로시간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

로도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기존 제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정

책을 시행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각각의 특성과 한계가 존재하는데,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3) 문미진(2014)에 따르면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1위 임금감소로 인

한 경제적 문제, 2위 동료에 대한 업무 부담, 3위 경력공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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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자녀의 돌봄공백 없이 원활한 일ㆍ가정 병

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일ㆍ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이상적인 근로자와 좋은 부모 사이에서 역

할과 시간갈등을 겪으며 일ㆍ가정양립의 어려움에 놓인다(신창식 외,

2011; 박기남, 2009). 육아기 근로자들은 부모님 등 친족의 육아지원이나

유급 육아도우미의 고용, 전일제 보육시설 등 기관의 이용 등을 통해 자

녀의 돌봄을 해결하거나(김소영 외, 2011; 양소남, 2011; 김선미 외

2016),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홍승아, 2011; 권태

희, 2011; 김소영 외, 2011; 김승희 외, 2013; 박세정, 2014; 정미주 외,

2016). 특히 대리양육자가 없거나 보육시설의 이용 시간과의 불일치로

부모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경우 또는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이 어려

울 경우,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제도는 일ㆍ가정양립

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

제도의 사용여부가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

간제도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일ㆍ가정양립제도로 많은 양적ㆍ질적 연구가 이

루어졌다. 공공부문의 육아휴직은 출산 후 일종의 권리로서 인식되어 민

간부문에 비해 비교적 사용이 원활한 편이나(문미진, 2014). 민간부문에

서는 대기업이 아닌 이상 비우호적 조직문화나 여유 인력의 부족, 직장

복귀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김선미 외, 2014; 김진욱, 2015).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

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의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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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배우자의 소득, 가족의 지원, 모성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개인

적 요인과 직종, 조직규모, 조직문화 및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 여부, 노

조의 존재와 같은 조직적 요인, 급여수준과 휴직가능 기간, 대체인력 확

보여부, 복귀 보장여부 등의 제도적 요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미주,

2006; 김진욱, 2008; 김선미 외, 2014; 안희란 2015; 서정미, 2016). 연구

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족의 지원이나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이 높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증액될수록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김미주,

2006; 김정호, 2012). 직장으로의 복귀 보장 및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확충 등 기업의 가족친화적 지원도 근로자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 이후

에 대한 걱정 없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상의 영향요인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사용에 제약이 생기

게 된다. 한편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ㆍ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

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

성에 비해 직장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

서 상사의 부정적 태도, 복직 후 승진 등 경력에서의 불이익 및 업무배

치 등의 문제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18).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단축제 같은 근로시간제도는 출산휴가나 육아휴

직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준다(권태희, 2010; 윤자영, 2016). 박기남(2009)은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남성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일ㆍ

가족양립을 위한 시간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미취학자녀가 있

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양육 사이에서의 시간갈등 해결을 위해 수면시간

을 제외하고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고용조건 개

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로도 나

타난다. 이정석(2014)은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젊은 연령의 맞벌이 공

무원 집단이 출산ㆍ육아의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매우 필요로 한다고

하였고, 김영옥(2014)도 근로시간단축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대체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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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거나 경력 공백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등 자녀양육을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2017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도 자녀ㆍ가족의 돌봄이 근

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필요로 하는 제일 큰 이유로 나타났고, 그 중에

서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36.9%)나 시간선택제

(31.2%)의 선호도가 시차출퇴근제(16.3%)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

다. 귄태희(2010)에 의하면 유연성이 작은 시차출퇴근제보다 유연성이

큰 재택근무가 일ㆍ가정양립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아

(2012)의 연구에서도 여성근로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단시

간 근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조직에서 활용빈도가 제일 높은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로(배귀희 외, 2011; 진종순, 2012; 황순옥 외,

2013; 박한준, 2013; 이정석, 2014; 인사혁신처, 2018),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호와 선택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자영(2016)의 연구에서

도 육아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여 유연근무제,

특히 근로시간단축제를 연이어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데

반해, 회사에서 수용정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는 다른 유연근무제 유형

에 비해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입장에서 1시

간 정도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일상적인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유연성이 큰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단축제는 업

무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하고 상사의 업무 지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

아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인사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도 생기게 된다. 한편 유연근무제 사용 시 인사상 불이익이나 동료에의

업무부담, 적합하지 않은 업무, 관리자의 인식 부족, 업무량 과다 등도

유연근무제 선택ㆍ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배귀희, 2011; 이정석,

2014; 박세정, 2014; 장혁 외, 2015; 성민정 외, 2017),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급여 감소도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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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육아기 근로자가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는데 가족의 지원여부나 연령, 성별, 가구소득 등의 개인적 요인,

조직분위기, 장시간 근로관행, 업무과부하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직적

요인, 업무의 특성 등 업무적 요인, 제도적 여건 미비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각 요인별 영향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인적 요인

성별에 따른 일ㆍ가정양립제도 사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남녀 모두 일ㆍ가정양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ㆍ가정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련 제도사용 또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외, 2011; 손영미 외, 2011; 송혜림, 2012). 한편 김영옥(2014)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에 있어 고착화된 성별 구분이 점점 흐려

지고 있어 남성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에 비해 활용

이 저조한 편이다.

연령을 살펴보면, 손영미 외(2011)에 의하면 20대에 비해 40대가 조직

에서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가정에서도 자녀양육에 신경을 많이 쓸 시

기라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정석(2014)의 연구에

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유연근무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특정한 연령대의 구분 없이 임

신ㆍ출산ㆍ육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일ㆍ가정양립제도를 더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직급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직은 계급사회로 직급에 따

라 업무의 성격, 조직 내에서의 위치 및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급이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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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07). 보통 공직 내 직급은 5급 이상의 상위직과 6급 이하의 하위직

으로 나눈다. 상위직의 경우 정책 개발과 수립 등의 난이도가 높고 직무

권한의 책임이 큰 업무를 맡고, 조직의 기대수준 또한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반면 하위직의 경

우 정책 집행이나 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조직의 기대수준이 낮아 경력

관리에 있어 상위직보다 부담이 덜 할 것이다. 따라서 직급이 높아질수

록 노동의 유연성이 적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ㆍ가정양립제

도의 사용이 힘들 것이다. 손영미(2011)에 따르면 8~9급 공무원이 타 직

급에 비해 일ㆍ삶의 균형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5급 이상 공무원이 일

ㆍ삶의 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건모(2010)도 유연근무제 사용

에 있어 직급별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비슷한 제도의 사용경험이 제도 사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도 있었다. 문미진(2014)에 의하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

원이 오히려 사용해 본 공무원보다 제도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제도를 사용해 본 사람일수록 제도의 효과를 느끼며 다른 제도

선택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

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 대체가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선택하거나

직접적인 부모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다(김선미 외,

2014). 대체양육이 불가능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

고 나서도 대체양육이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시 일ㆍ가정양

립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안정적

자녀 양육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되어 일ㆍ육아 병행을 위한 다른 제도를

사용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 업무적 요인

유연한 근로시간제는 제도의 성격상 업무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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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의 행정업무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짐에 따라 복잡하

고 난해해 직무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는 몇몇 독립ㆍ

개별업무 중심의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업무수행 시 부서ㆍ

부처 간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연한 근로시간제 사용으로 자

리 이석이 발생할 경우 대외적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생겨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상윤 외, 1995; 양건모, 2010; 박세정, 2012; 이자

성, 2013). 반면 연구, 심사처럼 업무의 자율성이 있거나 개별ㆍ독립적

근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 업무나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유연한 근무수행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11; 이자

성, 2013; 황순옥 외, 2013).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ㆍ사고에 관한 업무도 많은데,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 및 단시간 내에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비계획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의해 통제되는 업무처리 관행 또한 공무원의 유연한 근로시

간제 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세정, 2012). 예를 들어 퇴근 1~2시간

전 상사나 국회, 청와대 등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급하게 요청받는 경우, 담당 직원이 자리에 없거나 직원 간 근무시간이

엇갈리게 되면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조직적 요인

조직 분위기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실제 활용과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임인숙, 2003). 조직문화 이론에서도 조직

문화를 제도의 수용 및 적용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원숙연 외,

2016), 김영옥(2014)도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

로시간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고 하였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제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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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제도의 활용수준이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

이다. 공직 내 일ㆍ가정양립제도는 선진적인 수준으로 갖춰져 있으나, 근

무관리 및 업무수행의 어려움,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제도 사용

자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원숙연 외, 2009; 문미

진, 2014). 공직은 위계질서가 강한 관료제 집단으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근로문화 속에서 개인보다 조직 중심의 단합적 사고를 중시하고 대면보

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조직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이 유연

한 근로시간제를 자유롭게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사나 동료

의 지원 역시 조직의 전반적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201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2,113시간으로, 34개 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근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공직은 과업중심의 조직문화

를 띄고 있는데(권경득, 2009), 과업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량이 주어지거나 장시간 근로를 조직과 일에 대한

헌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과업문화는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사용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권혜원, 2016). 성민정(2017)도 유연한 근로

시간제도 사용에 개인의 의지나 태도보다는 조직의 구조나 문화가 더 영

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다른 문화유형보다 과업문화에서 근로시간제

도의 디커플링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4. 제도적 요인

제도 사용자는 제도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도의 대상범위, 취지,

사용방법 및 사용 시의 어려움, 유사제도와의 차별성, 제도사용에서 오는

편익 등 제도의 맥락 및 규정 파악을 우선으로 한다. 그 후 개인이나 업

무, 조직 환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도의 사용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 규정이 반드

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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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도와 현실의 간격을 조정하기도 하는데, 제도의 규정 및 절차

와 현장 간의 간극으로 제도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구자숙, 2009). 일

ㆍ가정양립제도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처럼 지속적으로 제도의 대상범위 및 기간의 확대,

신청방법 개선 또는 제도의 법적 강제 등 근로자가 제도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개인의 라

이프스타일에 맞게 충분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양립제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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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업무, 조

직, 제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공무

원이 육아시간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요인으로 인해 제도의

사용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육아시간제가 육아휴

직 및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공직 내 대표적인 일ㆍ가정양립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2. 연구가설

가. 업무적 요인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업무는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행하는 행위로, 개인이 마음

대로 선택하거나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어진 업무에 따라 육아시

간제 사용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정부 행정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

길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하기도 하며 국회나 청와대에서

종종 급하게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해 시간에 쫓기기도 한다. 이렇게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거나 즉흥적인 업무가 많을수록 업무공백이 생기

지 않도록 근무시간 내 자리를 이석하기 어려워 육아시간제 사용이 어려

울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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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업무적 요인은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업무의 즉흥성이 높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조직적 요인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조직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교호작용을 통해 사회적ㆍ심리적 욕구를 충

족하고 민주적 참여를 하는 등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으로

서 행동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조직문화는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구성원은 이것을 쉽게 바꿀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ㆍ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다양하지만 조

직의 분위기가 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면 구성원은 이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심리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분위기가

과업 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성과달성을 위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지고 시간헌신이 강요되면서 자연스레 육아시간제 활용을 어렵게 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조직적 요인은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조직분위기가 일ㆍ가정양립에 비우호적일수록 육아시간제 사용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조직문화가 과업 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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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요인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도의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권혜원, 2016). 제도는 제도의 취지, 목적, 대상, 사용방법 등을

기본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제도 사용자의 개인 상황 및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육아시간제의 원

활한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제도사용에 있어서 불만요인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 . 제도적 요인은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제도의 규정과 절차가 세심하게 설계 및 정비되어 있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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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1.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본 연구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실증적ㆍ해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으로 설정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업무적 요인으로 업무의 상호의존성 및 즉흥성, 조

직적 요인으로 비우호적 분위기 및 과업지향적 문화, 제도적 요인으로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직급과 개인적 요인인 육아휴직 사용경험으로 설정하

였다.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독립변수

⇒

종속변수

업무적

요인

⦁업무의 상호의존성

⦁업무의 즉흥성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

조직적

요인

⦁비우호적 분위기

⦁과업지향적 문화

제도적

요인
⦁규정과 절차의 정비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요인

(성별, 연령, 직급, 육아휴직 사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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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설정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변수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가. 종속변수 :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

종속변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중앙부처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

용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제도 대상자의 사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

식이나 계획이 아닌 직접적인 사용경험을 필요로 하였다. 육아시간제 사

용경험은 육아시간제가 확대실시 된 2018. 7월부터 설문이 실시된 2019.

2월까지의 기간 중 단 1회라도 사용했으면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

았다. 이에 대한 문항으로는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0 으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1) 업무적 요인

업무는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무특성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면 조직구성원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창진,

2009). 업무특성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의 해결방법과 지식형태

로(신성식, 2006), 육아시간제는 정규근무시간 내에 자리를 이석해야 하

기 때문에 일정한 특성을 지닌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업무적 요

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직 업무는 점점 복잡

해지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기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기관 간 연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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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업무협조가 많고, 예측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업무 또는 갑작스러

운 업무 지시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업무간 상호의존성이 높고

비정형적이고 즉흥적인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적 요인을 측정할 지표

로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으로 설정하였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은

업무 수행 시 동료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 등의 업무 연계성으로 정의하

고, 업무의 즉흥성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업무로

정의하였다.

2) 조직적 요인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와 같은 일ㆍ가정 양립제도는 조직의 업무구조

와 근무형태를 변화한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조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제도가 있더라도 제도를 쓰기 어려운 조직의

환경이나 문화가 육아시간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무

원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조직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직에서 장시간 근무를 요하는 조직문

화나 제도사용에 대한 조직의 낮은 이해도로 인해 유연근무제 등의 일ㆍ

가정양립제도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

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요인을 측정할 지표로 비우

호적 분위기와 과업지향적 문화를 설정하였고,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비우호적 분위기는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

안함 및 육아시간제 사용자 드묾으로, 과업중심의 문화는 초과근무를 필

요로 하는 업무로 세분화하였다. 비우호적 분위기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조직분위기로 정의하고, 세부지표인 상사ㆍ동료의 눈치는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느끼는 눈치, 인사상 불이익은 경력평정

이나 승진에서의 차별, 동료에의 미안함은 육아시간제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동료에게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대한 미안함, 육아시간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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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드묾은 제도사용의 선례가 드물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과업

지향적 문화는 지나친 성과 몰입으로 과다한 업무와 조직에의 시간헌신

이 중시되는 문화로 정의하였고, 세부지표인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과다한 업무로 정의하였다.

3) 제도적 요인

사회적 필요 및 요구에 의해 수립된 제도는 그 존재 자체가 반드시 제

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데, 이는 업무적 요인이나 조직적 요인으

로만 설명될 수 없다.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와 현

실과의 어긋남으로 인해 제도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자숙, 2009). 이에 제도적 맥락에서의 제약이 없도록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세심하게 설계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제도를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제공해야 제도의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육아시간제는 근로자와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적 요

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고, 제도적 요인을 측정할 지표로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를 설정하였다. 세부 측정지표로는 제도의 재량규정, 초과근

무 불인정, 산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제도의 재량규정은 제도의 비강제성

을 의미하고, 초과근무 불인정은 육아시간제 사용 후 잔업 처리를 위해

복귀하는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육

아시간제가 일 단위 공제가 아닌 월 단위 공제로 산정되어서 사용자가

지정한 월에 육아시간제를 1회 사용하였어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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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업무적 요인,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을 원 문항에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각 변수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수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크고, 점수가 낮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미치

는 영향 정도가 낮다. 분석에서는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1, ‘보통

이다(3)’를 0,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를 -1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직급

과 개인적 요인인 육아휴직 사용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

성으로 나누어 여성은 0, 남성은 1로 범주화하였고, 연령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으로 고려되는 20대부터 50대까지 네 집단으로 나누어 20

대 2, 30대 3, 40대 4, 50대 5로 세대별로 범주화하였다. 직급은 원 문항

에서는 4급 이하～9급으로 나누었으나, 분석에서는 5급 이상 상위직과 6

급 이하 하위직으로 나누고 하위직 1, 상위직 2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제

도의 사용은 비슷한 제도를 사용했던 경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비

슷한 제도를 사용하면서 얻은 혜택이 클수록 다른 제도사용에 접근하기

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통제하고자 한다.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

면 0,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면 1로 범주화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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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

1. 양적연구

본 연구는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육아시간

제 대상인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맞벌이 공무원

의 증가에 따른 남성의 가족역할의 중요성도 감안하여 성별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성도 포함하였다. 또한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조사를 진

행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세종청사어린이집 2곳

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등ㆍ하원시간에 자녀를 등ㆍ하원하는 공무원을 대

상으로 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를 수락한 대상자에게 온

라인 또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청사, 과천청사 중앙부

처 공무원에 대한 설문은 소속 공무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인 및 동료 공무원들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

록 하였다4). 조사는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23일간 진

행되었다. 한편 육아시간제가 2018.7월부터 확대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육

아시간제 경험기간을 2018.7월부터 조사시점인 2019.2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은 총 280부를 배포하여 이 중 250부(89.2%)가 회수되

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6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

적 요인, 개인적 요인, 업무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에 대한

4) 조사대상 부처(24)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

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

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

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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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총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구체

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

인적 요인, 업무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제도적 요인, 육아시간제 사용 경

험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육아시간제 사

용경험에 따른 각 변수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이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들의 다중공산성 진단을 위해 Spearman의 상관

관계분석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질적연구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설문을 보완하고,

육아시간제 사용행태 및 제반 변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개인이 처한

맥락 내에서 깊이 이해하고자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은 사용자의 내적 요구와 주어진 자원 및 외부 환경조건이 서로 얽

혀져서 결정되기 때문이다(김선미 외, 2016). 따라서 설문조사로는 나타

나지 않는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경험

에서 나오는 사례와 요구를 살펴보기에 심층면접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심층면접은 육아시간제의 사용경험에 대한 개인의 선택 과정 및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거나 육아시

간제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설문조사 대

상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였고, 모집에 응해준 남녀 공무원 7명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30대 2명, 40대 5명이였고 여성이 3명,

남성이 4명이었으며, 한 자녀를 둔 경우가 1명, 두 자녀를 둔 경우가 4

명, 세 자녀를 둔 경우가 2명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시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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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사람은 3명,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2명,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사람

은 2이었고, 5급 이상 상위직이 3명, 6급 이하 하위직이 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일ㆍ가정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층면접에 적극적으로 임

하였다.

심층면접은 2019.2월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후 전화나 이메일로

보충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질문을

하고 연구 참여자가 답변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다양한 개방형 질문을 추가 질문함

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충분이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반구

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계 및

육아 방법 등의 기본 정보와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 직장 복귀 후 육아

해결방법 및 육아시간제 사용에 대한 경험, 육아시간제 사용결정에 미친

영향요인, 육아시간제 사용에 따른 만족도 및 개선사항,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바람 등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 설문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일ㆍ

가정양립으로 확대하여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의 정확성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심층면접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사 작업을 통해

자료화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질

문별로 답변을 정리하고 공통적인 패턴별로 주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결과에 해당하는 내용과 매칭하여 해석하고 특징적인 사례도 해석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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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1 > 질적연구 참여자

사례 성별 연령 직급 기관
자녀

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육아시간제

사용

A 남 40대 6급 ○○부처 3 o o

B 여 40대 7급 ○○부처 2 o x

C 여 30대 6급 ○○부처 2 o o

D 남 40대 5급 △△부처 2 x o

E 남 40대 5급 □□부처 1 x o

F 여 40대 5급 □□부처 3 o x

G 남 30대 6급 ◇◇부처 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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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설문조사 대상자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중앙부

처 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속변수 :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전체 응답자 중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사람은 36.2%(59명),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63.8%(104명)으로, 전반적으로 총 응답자 중에서 육아시간

제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해 육아시간제 사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육아시간제 사용형

태를 살펴보는 것도 추후 육아시간제 제도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육아시간제 사용자 59명을 대상으

로 매월 사용하는 육아시간제 사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월 1～5회 사용

자는 50.8%(30명), 월 6～10회 사용자는 15.3%(9명), 월 11～15회 사용자

는 3.4%(2명), 월 16～20회 사용자는 20.3%(12명), 더 이상 사용 안하는

경우는 10.2%(6명)으로, 월 1～5회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

ㆍ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시간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떠한 영향요인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육아시간제 사용형태를 살펴보면 오전 2시간 이내 사용자는 5.1%(3

명), 오후 2시간 이내 사용자는 72.9%(43명), 오전ㆍ오후 1시간씩 2시간

이내 사용자는 22.0%(13명)으로, 자녀의 하원ㆍ하교 및 돌봄을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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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퇴근을 할 수 있는 오후 2시간 이내 형태의 육아시간제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종속변수 기술통계분석

(명, %)

2. 독립변수 : 업무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가. 업무적 요인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업무가 동료나 기관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7.9%(78명)으로 그렇지 않은 경

우 23.3%(38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예측불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육아시간제

사용 여부

사용 59 36.2

미사용 104 63.8

합계 163 100.0

육아시간제

사용 횟수

더 이상 사용
안함 6 10.2

월 1-5회 30 50.8

월 6-10회 9 15.3

월 11-15회 2 3.4

월 16-20회 12 20.3

합계 59 100.0

육아시간제

사용 형태

오전 2시간 이내 3 5.1

오후 2시간 이내 43 72.9

오전/오후 1시간씩
2시간 이내 13 22.0

합계 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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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6.4%(92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25.2%(4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업무가 점

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몇몇 정형화되거나 독립적인 업무를 제외하

고는 직무 간 연계성도 높아지고, 다양한 사건ㆍ사고도 많아져 즉흥적인

업무지시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표 4-2> 업무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명, %)

나.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 중 비우호적 조직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조

사한 결과,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전체 응답자 중 46.6%(76명)가 상사

ㆍ동료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였고, 54.0%(88명)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동료에의 업무부담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고 한 경우는

62%(101)명, 조직에 육아시간제 제도 사용자가 드물다는 경우는

61.3%(10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육아시간제 사

용에 있어서 비우호적 조직분위기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많다는 답변이 55.2%(90명)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업무의
상호의존성

그렇지 않다 38 23.3

보통이다 47 28.8

그렇다 78 47.9

업무의 즉흥성

그렇지 않다 41 25.2

보통이다 30 18.4

그렇다 92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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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렇지 않다 19%(30명)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직의 문화

가 과업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3> 조직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명, %)

다.　제도적 요인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조사한 결과,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전체 응답자 중 68.7%(112명)이 육아시간제가

재량규정인 점을 고려하고 있었다. 초과근무가 불인정되는 규정과 육아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상사ㆍ동료의
눈치

그렇지 않다 48 29.4

보통이다 39 23.9

그렇다 76 46.6

인사상 불이익

그렇지 않다 39 23.9

보통이다 36 22.1

그렇다 88 54.0

동료에 대한
미안함

그렇지 않다 27 16.6

보통이다 35 21.5

그렇다 101 62.0

제도 사용자 드묾

그렇지 않다 29 17.8

보통이다 34 20.9

그렇다 100 61.3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그렇지 않다 31 19.0

보통이다 42 25.8

그렇다 90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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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산정방식 규정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각각 47.9%(78명), 57.1%(93

명)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의 규정으로 인한 고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을 미루어보아, 육아시간제 규정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표 4-4> 제도적 요인 기술통계분석

(명, %)

3.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

별, 연령, 직급과 개인적 요인인 육아휴직 사용경험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63명 중 성별

은 여성이 64.4%(105명). 남성이 35.6%(58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1.2%(2명), 30대 59.5%(97명), 40대 38.0%(62명),

변수 항목 빈도 퍼센트

재량규정

그렇지 않다 18 11.0

보통이다 33 20.2

그렇다 112 68.7

초과근무 불인정

그렇지 않다 49 30.1

보통이다 36 22.1

그렇다 78 47.9

육아시간제
산정방식

그렇지 않다 35 21.5

보통이다 35 21.5

그렇다 93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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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1.2%(2명)으로 집중적으로 육아가 필요한 시기인 30대, 40대

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급은 4급 이상 9.2%(15명), 5급 23.3%(38

명), 6급ㆍ7급 53.4%(87명), 8ㆍ9급이 14.1%(23명)으로 6ㆍ7급, 5급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9급부터 4급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5급 이상을 상위직, 6급 이하를 하위직

으로 재코딩한 결과, 5급 이상 상위직이 32.5%(53명), 6급 이하 하위직이

67.5%(11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0%(137명),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16.0%(26명)

로, 육아를 위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통제변수 기술통계분석

(명, %)

변수 항목 응답자 수 비율

성별　
여성 105 64.4

남성 58 35.6

연령

20대 2 1.2

30대 97 59.5

40대 62 38.0

50대 이상 2 1.2

직급

4급
상위직

15
53

9.2
32.5

5급 38 23.3

6.7급
하위직

87
110

53.4
67.5

8.9급 23 14.1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

사용 137 84.0

미사용 2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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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 분석

1. 업무적 요인

업무적 요인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업무의 즉흥성을 세부지표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담

당 업무가 상호의존적 성격을 띠는 집단은 평균 32% 확률로 육아시간제

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47%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담당업무가 즉흥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은 평균 33% 확률로 육

아시간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46% 확률로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 모두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 사용 결정에 있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조직이나 제도 등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더 클 것

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6 > 업무적 요인 t검정

업무적 요인 Obs Mean Std.Err diff P
value

업무의
상호의존성

그렇지
않다

38 .4737 .0821
.1532 .1108

그렇다 78 .3205 .0532

업무의
즉흥성

그렇지
않다 41 .4634 .0788

.1265 .1669
그렇다 92 .3369 .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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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요인

먼저 비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 대한 미안함, 조직 내 사용자

드묾을 세부지표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상사ㆍ동료의 눈치를 보는

집단은 평균 29%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집단은 평

균 48%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

이는 10프로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25).

상사의 성향에 따라 제도사용 분위기가 달라지고 동료의 지원이 있어야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기에, 상사ㆍ동료의 눈치에 따라

육아시간제 사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느끼는 집단은 평균 23%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46%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도 10프로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76). 노동시간이 경직적이고 장시간 근로가 만연

한 공직사회에서 단축근무는 근무를 적게 하고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낮

다고 여겨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차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동료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집단은 평균 24%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56%의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도 10프로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3). 육아시간제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동료에게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제도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직 내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드문 집단은 평균 24% 확률로 육아시간

제를 사용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66% 확률로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0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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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주변의 선례를 보고 사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육아시간제도

제도시행의 초기 단계라 먼저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육아시간제 사용을

지켜보고 제도사용을 결정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업지향적 문화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의 차이를 분석

하고자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세부지표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

다.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은 평균 28% 확률로 육아

시간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평균 58%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는 10프로 범

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22). 정규 근무시간

에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과다한 업무량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7> 조직적 요인 t검정

조직적 요인 Obs Mean Std.Err diff
P

value

상사
동료의
눈치

그렇지
않다 48 .4792 .0729

.1897 .0325　
그렇다 76 .2895 .0524

인사상
불이익

그렇지
않다 39 .4615 .0809

.2343 .0076
그렇다 88 .2272 .0449

　동료에
대한
미안함

그렇지
않다 27 .5555 .0975

.3179　 .0013
그렇다 101 .2376 .0426

　조직 내
사용자
드묾

그렇지
않다 29 .6552 .0898

.4152 .0000　
그렇다 100 .2400 .0429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그렇지
않다 31 .5806 .0901　

.3028 .0022
그렇다 90 .2778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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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재

량규정, 초과근무 불인정, 육아시간제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을 세부지표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육아시간제가 재량규정일 때(평균

28% 확률)보다 의무규정일 때(평균 56% 확률)가 육아시간제 사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는 10프로 범위 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30). 제도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제도사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

편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산정방식이 일 단위 공제가 아닌 월할

공제방식이지만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두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 제도적 요인 t검정

제도적 요인 Obs Mean Std.Err diff
P

value

재량규정

그렇지
않다 18 .5555 .1205

.2698 .0230

그렇다 112 .2857 .0429

초과근무
불인정

그렇지
않다 49 .3061 .067

-.1297 .1459
그렇다 78 .4359 .057

　
산정방식의
불합리함

그렇지
않다 35 .3429 .0814

-.0765 .4347
그렇다 93 .4134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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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성별, 직급 및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 차이

의 경우, 여성은 평균 38.1%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고 남성은 평균

32.8%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ㆍ가정양립의 필

요성과 부부의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

하면서5),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여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직급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 차이의 경우, 하위직이 평균 41% 확률

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고 상위직은 평균 26%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는 10프로 범위 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720). 이는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의

기대수준이 높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져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육아시

간제 사용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 차이의 경우, 육아휴

직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38% 확률로 육아시간제를 사용하고 육

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 평균 30% 확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집단 간의 사용확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제 모두 일ㆍ가정양립제도이지만 각각

의 성격과 사용방식이 달라 육아휴직 사용경험에 따른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5) 인사혁신처(2018)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이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남성공무원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8.2.14.,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 5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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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t검정

인구통계학적요인 Obs Mean Std.Err diff
P

value

성별
여성 105 .3809 .0476

.0533 .5003
남성 58 .3276 .0621

직급
하위직 110 .4090 .0471

.1449 .0720
상위직 53 .2641 .0611　

육아휴직
사용경험

있다 137 .3795 .0416
.1103 .2860

없다 26 .2692 .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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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본 파트에서는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따라 각각의 변수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이 있는 사

람 중 88.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이

없는 사람 중 81.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육아시간제 사용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

데,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성숙기에 접어

들어 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해볼 있다.

다음으로 업무적 요인을 살펴보면,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이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사람보다 업무가 상호의존적거나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즉 협업 형태의 업무나 갑작스럽게 시달되는

업무가 많을 경우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을 살펴보면,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상사ㆍ

동료의 눈치를 더 보는 반면,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사람은 상사ㆍ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상 불이익이 크다고 느끼거나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경우에도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또 조직에서 육아시간제 사용자의 정도

에 따라 육아시간제 사용여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육아시간제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60% 정도가 조직 내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드물

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50%정도가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량이 단축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

무를 야기함으로써 육아시간제 사용의 의미를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제도 대상자 중 약 70% 정도가

육아시간제가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무규정은 제도 대상자가 제도사용을 선택하면 반드시 허락해줘야 하지

만, 재량규정은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상사가 허락을 결정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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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제도의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육아시간제 사용으로 초

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월할 공제방식의 육아시간제 산정방식은

오히려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사람이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를 사용함으로써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했을 규정의 문제

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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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따른 인식차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육아휴직

사용경험

업무의

상호의존성

업무의

즉흥성

상사ㆍ

동료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사용자

드묾

초과근무

필요업무
재량규정

초과근무

불인정
산정방식

있다 .8813559 .1186441 .2033898 -.0169492 .0338983 .1525424 .0847458 .118644 .3728814 .3220339 .4576271

없다 .8173077 .3173077 .375 .2788462 .4519231 .625 .6346154 .5 .6923077 .0961538 .2980769

합계 8404908 .2453988 .3128834 .1717791 .3006135 .4539877 .4355828 .3619632 .5766871 .1779141 .355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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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와 방향

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경우 범주형으로 측정된 만큼 Spearman의 상

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순위 중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급,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사용자 드묾,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재량규정 여부, 초과근무 불인정

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변수별 상관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직급과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

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사용자 드묾,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재

량규정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시작 시 예상했던 바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급이 높을수록,

상사ㆍ동료의 눈치가 있을수록,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수록, 동료에의 미

안함이 클수록, 제도사용자가 드물수록,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많을

수록, 규정이 재량규정일 때 육아시간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초과근무 불인정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

며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 사용시 초과근무가 인정

되지 않는 점이 육아시간제 사용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상하였으나,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시간제 사용이 높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경험과 업무의 상호의존성 및 즉흥성, 육아시간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는데, 연구시작 시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

용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육아시간제를 더 수월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업무의 연계성이 크거나 돌발적일수록, 육아시간제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

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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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상관관계 분석결과

* p<0.1 **p<0.01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성별 연령대 직급
육아휴직
사용경험

업무의
상호
의존성

업무의
즉흥성

상사
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사용자
드묾

초과
근무가
필요한
업무

재량
규정

초과근무
불인정

산정방식
불합리성

육아시간제
사용경험 1.000 　 　 　 　 　 　 　 　 　 　 　 　 　 　

성별 -.0532 1.000 　 　 　 　 　 　 　 　 　 　 　 　 　

연령대 -.0913 .1360* 1.000 　 　 　 　 　 　 　 　 　 　 　 　

직급 -.1413* .1416* .0650 1.000 　 　 　 　 　 　 　 　 　 　 　

육아휴직
사용경험 .0841 -.0962 -.1070 .0520 1.000 　 　 　 　 　 　 　 　 　 　

업무의
상호의존성 -.1123 .1230 .1591* .2696** -.0385 1.000 　 　 　 　 　 　 　 　 　

업무의
즉흥성 -.0875 .1181 .0152 .2206** .0755 .3957** 1.000 　 　 　 　 　 　 　 　

상사ㆍ동료
눈치 -.1643* -.1312* -.0473 .0474 .2024* .1767* .2511** 1.000 　 　 　 　 　 　 　

인사상
불이익 -.2641** -.0598 .0347 .1643* .0907 .2438** .3819** .4551** 1.000 　 　 　 　 　 　

동료에의
미안함 -.3188** .0598 .0165 .0888 .0680 .2544** .2642** .4640** .3526** 1.000 　 　 　 　 　

사용자
드묾 -.3389** -.0807 -.0149 .0463 .1521* .1797* .2488** .5214** .4467** .4963** 1.000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2257** .1041 .0020 .2156** .1436* .3239** .4886** .2558** .3418** .3596** .3070** 1.000 　 　 　

재량규정 -.235** -.2291** -.0449 .0466 .2092** .1071 .1940* .4565** .4498** .3280** .5250** .2253** 1.000 　 　

초과근무
불인정 .1308* -.1958* -.0595 -.1958** .1334* .0725 .0243 .2546** .1648* .0217 .2438** .1589* .3224** 1.000 　

산정방식 .1111 -.2655** .0110 -.1824** .0411 .0769 .0313 .2610** .1254 .1353* .1648* .0155 .3502** .51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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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회귀 분석 및 가설 검증

본 장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가설 검

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를 업무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고, 각 요인은 요인별 세부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LR(likelihood ratio)=45.6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유사

결정계수를 볼 때 모형은 종속변수의 변동 중 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0.1(90%)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사

용자가 드묾,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초과근무의 불인정, 그리고 육아

휴직 사용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1. 업무적 요인

업무적 요인은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즉흥성을 세부지표로 하여 종속변

수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업무의 상호 의존성과 즉흥성은 모두 통

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간 협업으로 인한 상호의존성이나 갑작스러운 업무

처리 등의 즉흥성 등 업무의 특성이 유연근무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이상윤, 외1995; 윤기설, 2014; 이정석 외, 2014; 박세정, 201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제도와 관련된 규정

과 절차를 살펴보고 소속된 조직의 분위기를 살펴본 다음,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사용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따라서 제도가 성숙단

계에 접어든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와 다르게, 육아시간제는 새롭게

제도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적 특

성보다는 규정이나 조직의 여건을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제도 자체의 규정이나 조직의 여건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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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업무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업무의 상호의존성이나 즉흥

성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

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

떤 사람들에게는 업무적 요인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질적인 부분도 고려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업무가 상호의존적인지 독립적인

지, 예측가능한지 돌발적인지에 따라서 육아시간제 사용이 달라지는 경

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맡은 업무가 독립적일 경우 주어진 업무량 조절

이 가능해 육아시간제 사용이 수월하고, 회의 등의 협업성격이 큰 업무

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업무가 많을 경우 육아시간제 사용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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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적 요인

조직적 요인은 비우호적 분위기과 과업지향적 문화를 독립변수로 하였

고, 비우호적 분위기는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 대한

미안함, 조직 내 제도사용자 드묾을, 과업지향적 문화는 초과근무가 필요

한 업무를 세부지표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세부

지표 중 조직 내 제도 사용자 드묾과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 대한 미안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직 내 제도사용자가 드문 정도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직에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드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육아시간제를 사

용할 가능성이 0.42배로, 조직에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드물 경우 육아시

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

서나 조직에서 ‘제도 사용자 1호’라는 타이틀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경

향이 있다. 특히 공직처럼 보수적인 조직에서는 더하다. 제도 개척으로

인한 걱정과 불이익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

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례를 따라

한 명 두 명 제도를 사용할수록 사용자가 점점 많아져 제도사용으로 인

한 유ㆍ무형의 불이익이나 부정적 반응이 감내할만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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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육아시간제도 아직 시행 초기의 단계에 있

는 제도로서 조직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적을 것이고 사용자가 없는 부서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서 또는 조직에서 몇 안 되는 육아시간제 사

용자가 되는 길을 택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다른 사람들의 육아시간제

사용을 지켜본 후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개척자 또는 육아휴직 1호가 된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선례가 없어서

제도사용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영옥 외,

2014; 김진욱, 2015).

인터뷰 결과도 연구결과와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육아시간제 사용자

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사용이 자유로워 제도사용이 확산되는 모

습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제도의 사용이 자유로워지기까지 조직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없는 곳은 제도사용

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의 정도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육아시간

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0.54배).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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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업무량이 줄지 않아 장시간 초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육아기근로

시간단축제 사용이 어렵고 일ㆍ생활 균형이 낮아진다고 지적한 선행연구

(김종관 외, 2009; 원숙연, 2013; 김영옥 외, 2014; 이정석, 2014; 권혜원,

2016)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업지향적 문화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조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야기하고 장시간 근로를 조직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 공직의 경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느는데 반해 공무원 인력 충원

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부처

의 경우 초과근무가 잦은 편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 실태조사

(인사혁신처, 2016)에 따르면 비현업직 공무원의 경우 월 평균 31.5시간

을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근로문화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업지

향적 조직문화 속에서 육아시간제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도 연구결과처럼 과다한 업무량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어려

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

아 아예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사용하고 싶어도 주중 육아시

간제 사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주말에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면서도 단축된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업

무량으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업무를 하고 근무시간 내 처리하지 못

한 업무는 집에 들고 가서 하기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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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 대한 미안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본 지표들이 일ㆍ가정양립제도사용에 영

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고, 연구 시작과

함께 예상했던 바와도 다르게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들은 같은 조직문화

를 공유하며 업무를 해나가는데, 한 사람의 변화는 조직의 내재된 질서

를 흐트러트려 다른 구성원들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육아 경험이 없는 상사나 동료의 경우 자

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유연근무제 사

용을 어렵게 하거나(윤자영, 2016), ‘1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보내는 상

사와 동료의 못마땅한 시선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하였다(김영옥,

2014; 김진욱, 2015). 또 단축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이 동료의 업무증가로

이어지면서 동료에 대한 미안함으로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제 사용을 고

민하게 하고(양건모, 2010; 박영원, 2014), 승진이나 경력평정, 보직배치

에서의 차별 등 인사상 불이익도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제도 사용의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문미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일ㆍ가정의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이 커지고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권 실현의 욕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육아기 근로자들은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을 위해 인사상ㆍ급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 등의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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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감수하는 만큼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도

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제도사용 전 미리 상사나 동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 세심하게 전략을 짜거나 동료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등의 사전작업을 통해, 동료를 우호집단으로 만듦으

로써 제도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김소영 외, 2011; 이현아 외,

2012; 김진욱, 2015; 김선미, 2016)에서도 일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

및 자녀의 안정적 돌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급여 삭감 및 인사고과에

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ㆍ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효주 외(2016)의 연구에서는 동료와의 우호관계를

구축하여 제도사용시 업무공백에 대해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을 만들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포기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다보니 저절로 제도

사용에 대한 눈치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시작 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조직의

눈치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시간제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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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연구 참여자는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면서도 조직의 눈치가 보

인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직 차원의 제약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다른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3.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재량

규정, 초과근무의 불인정, 산정방식을 세부지표로 하여 종속변수와의 영

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세부지표 중 초과근무 불인정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량규정과 산정방식의 불합리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초과근무 인정여부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육아시간제 사용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

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육아시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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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1.80배). 육아시간제 사용에 따른 초과근무가 불인정되는 문제

는 노동의 대가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라서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 관련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육아휴직을 하

지 않는 이유들 중 경제적 이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김미주 ,2006;

김선미, 2014; 노미영, 2017).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을 추측해보건데,

초과근무가 불인정되는 문제는 육아시간를 사용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

지 못한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문제로,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이해하

고 문제화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 제도 사용자의 답변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도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후 육아시간제 사용으로 인해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과근무가 잦은 현실과 동떨어

진 제도라는 지적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량규정과 산정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새로운 제도를 사용할 때 제도의

규정과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 제도의 사용가능성을 판단한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육아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 막상 제도

사용자들의 일하는 행태나 업무처리 관행 등과 맞지 않는다면, 활용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육아시간제가 재량규정인 점이 육아시간제 사용경

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제도가 의무규정일 때 활용도가

높다는 구자숙(2009)의 연구결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제 산정방

식도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서 업무나 조직처럼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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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고, 육아시간제를 사용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제

도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육아시간제 사용에 대한 영향관계가 적은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인터뷰에서는 육아시간제가 재량규정인 점과 현실과 맞지 않은 산정방

식에 아쉬움을 표한 의견도 있었다. 육아시간제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

큼 사용자 확대를 위해 의무규정화하거나 일정기간 강제할당 등이 필요

하고, 산정방식이 월할 공제방식이 아닌 일할 공제방식이 되어야 합리적

이고 제도사용이 더 수월할 거라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

간제 대상을 만 5세에서 육아휴직처럼 만 8세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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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터뷰 결과와 같이 규정 개선에 대한 의견은 인사혁신처 온라

인 민원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육아시간제 사용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종합 해석

지금까지 독립변수를 세부지표별로 나눠 종속변수와의 영향관계를 확

인하고 가설검증을 진행하였다. 또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육아시

간제 사용경험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자 인터뷰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조직적 요인의 영향이

제일 컸고 제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직적으로는 육아시간

제도 사용자가 드물다는 것과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는 것이 육

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 제도적으로는 초과근

무가 불인정되는 상황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

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업무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적 요인에 비해서 조직적 요인이 더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제도적 요인 역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도나 정책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직문화라고

지적한 임인숙(2003)의 연구나 제도 실행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

에 조직문화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원숙연(2009)의 연구와, 유

연근무제 사용에 있어 제도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한 권

혜원(2016)의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업무적 요인, 조직적 요인, 제도적 요인 모두 육아

시간제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영향의 정도보다는 어떤

요인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조금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계량분석 결과와는 일부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계량적으로 나오지 않은 결과라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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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서 여러 사람이 지적한 걸 보면, 조사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모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육아시간제 사

용경험과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문제 인식이 곧 제도의 사용 행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상

별 문제없이 제도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제

도를 사용하지 못하곤 한다. 즉, 제도사용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지에 따라서 제도사용의 행태

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온 조직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세부적으로는 제도 사용자 드묾과 초

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초과근무 불인정이 제도사용의 심각한 장애요인

이 되어 육아시간제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업무적 요인도 선행

연구나 질적연구를 보았을 때 육아시간제 사용의 장애요인이 되기는 하

지만, 육아시간제 사용행태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 경험이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p<0.1), 육아휴직 경험자일수록 육아

시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

다. 육아휴직 경험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걱정이나 불이익 등을 이

미 경험했고 조직에서도 그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에, 후속 제도사용에 있어서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즉 육아휴직 경험자

에겐 업무적ㆍ조직적ㆍ제도적 요인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육아시간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있다. 결국 비슷한 제도의 사용 경험이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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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회귀분석 결과

LR chi2(14)=45.65 (p<0.0001)

Pseudo R2=0.2139

* p<0.1, **p<0.05

요인 odd
ratio

std.err z p>|z| coef.

인구통

계학적

요인

성별 .975 .425 -0.06 0.953 -.026

연령 .717 .254 -0.94 0.347 -.333

직급 .791 .372 -0.50 0.619 -.234

개인적

요인

육아휴직

경험
2.986* 1.780 1.84 0.066 1.094

업무적

요인

업무의

즉흥성
1.546 .467 1.44 0.149 .436

업무의

상호의존성
1.026 .294 0.09 0.928 .026

조직적

요인

상사

동료의

눈치

1.058 .316 0.19 0.851 .056

인사상

불이익
.790 .231 -0.80 0.421 -.236

동료에

대한

미안함

.727 .227 -1.02 0.306 -.319

사용자

드묾
.424** .144 -2.53 0.011 -.859

초과근무

업무
.541** .166 -2.00 0.045 -.613

제도적

요인

재량규정 .566 .224 -1.44 0.150 -.570

초근

불인정
1.797* .543 1.94 0.052 .586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1.554 .515 1.33 0.184 .441

_cons .966 1.011 -0.03 0.97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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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가설 유의성

1-1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업무의 즉흥성이 높을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조직분위기가 일ㆍ가정양립에 비우

호적일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ㆍ동료의

눈치
-

인사상 불이익 -

동료에의 미안함 -

제도 사용자가

드묾
유의

2-2

조직문화가 과업 지향적 성격이 강

할수록 육아시간제 사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과근무

필요한 업무
유의

3-1

제도의 규정과 절차가 세심하게 설

계 및 정비되어 있을수록 육아시간

제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재량규정 -

초과근무의

불인정
유의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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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부모권과 근로권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근로자는 두 권리의 건강한 양립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일과 삶의 고른 조화를 바라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포용하

고 두 권리의 양립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은 민간

부문에 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활발히 사용되는 편이지만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문화로 일ㆍ가정 병행에 어려움 존재하기는 마찬

가지이다. 여성 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의 증가로 일하며 자녀 양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

한 물리적 시간확보에 중점을 두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시간제는 확대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제도의 정착까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시간제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시간제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는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을 사용하였고, 독립변

수로는 업무적 요인인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업무의 즉흥성, 조직적 요인

인 비우호적 분위기와 과업지향적 문화를 사용하였다. 비우호적 분위기

를 측정하기 위해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

제도 사용자가 드묾을 세부지표로 하였고 과업지향적 문화 측정을 위해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로 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제도의 규정과 절

차의 정비를 사용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재량규정, 초과근무 불인정,

산정방식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직급 및



- 70 -

육아휴직 사용경험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고,

실제 제도 사용자들이 느끼는 바와 현장의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심층면접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분석결과를 보완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양적연구만 한 연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업무적 요인의 경우, 업무의 상호의존성과 업무의 즉흥성은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과업지향적 문화와 비우호적 분위기의 지

표 중 조직 내 제도 사용자가 드묾만 육아시간제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우호적 분위기 지표 중 상사ㆍ동료의 눈치, 인

사상 불이익, 동료에의 미안함은 유의하지 않았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제도의 규정과 절차의 정비 지표 중 초과근무의 불인정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량규정과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유의하지 않

았다. 질적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업무적ㆍ조직적ㆍ제도적 요

인의 모든 세부지표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 된 조사결과와 개인의 주관적인 체감도는 다르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로서 사용된 육아휴직 경험도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에 있어 업무적, 조직적,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

나, 제도의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장애를 제

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직 내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드물 경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관심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과다한 업무량이 초과근무를 유발하여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단축

근무 자체를 어렵게 하며, 잔업처리를 위해 복귀하여 일할 때 초과근무

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육아시간제 사용을 어렵게 하는 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더불어 육아휴직 경험은 비슷한 제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

는 여러 측면의 장애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용가능성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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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등 육아시간제 사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의 어려움은 보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복직한 후에 다가온다. 유연근무제나 시간제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유연근무제는 육아를 위한 절대적 시간확보가 어

려워 시간갈등이 여전하고, 시간제근무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감

소되는 문제로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육아시간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

완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제도로, 아직 실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대상자 중 36.2%만이 육

아시간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아시간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등ㆍ하원이 가능해지고(78.0%) 자녀와 저

녁을 함께 할 수 있으며(88.1%) 자녀와의 애착관계도 좋아진다는 점

(78.0%)에서 육아시간제 사용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육아시간제(63.2%), 유연근무제

(27,0%), 시간선택제(9.8%) 순으로 육아시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

게 나타났고, 육아휴직을 육아시간제로 대체할 의향도 54.6%로 조사대상

자의 약 절반가량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다 많은 육

아기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육아시간제에 대한 안내 및 가정친화적 조직 분위기 조성이 필요

하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 육아시간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으

므로 인사과에서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제도를 안내ㆍ교육하거나, 출산휴

가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에게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인지도를 높

이는 게 필요하다. 또한 육아기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의 고충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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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사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호적 조직분위기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육아시간제 사용자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서평가에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을 반영했

듯이, 육아시간제도 어느 수준까지의 사용자 확대를 위해 부서나 실ㆍ국

평가 등에 육아시간제 활용실적을 반영하여 인위적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 사용자가 늘어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평가에 반영

하지 않아도 육아시간제 대상자들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자발적으로 제

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다한 업무량이 육아시간제 사용을 어렵게 하므로, 육아시간제

사용시 적절한 양의 업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하고 대기성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육아시간제 규정이 현실과 어긋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아시간제의 취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나, 현실적

으로 육아시간제를 오전 또는 오후에 1～2시간 사용하고 업무처리를 위

해 다시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육아시간제 규정으로

는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날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경우 무임

금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육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육아시간제 사용 후 초과근무 시 육아시간제를 사

용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주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육아시간제의 규정과 현실의 어긋남을 지적한 다른 의견들을 종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먼저 육아시

간제가 육아휴직처럼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자유로운 제도사용

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시간제의 부담없는 사용을 위해 제도의 의무규정

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가 만 5세까지인

데, 초등학교 입학 또는 저학년 때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상 자녀의 연령을 육아휴직과 같이 만 8세까지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시간제 산정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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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월 단위 산정방식으로, 한 달의 계획을

예상하여 육아시간제를 신청하지만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는 날보다 사용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 단위 산정방식

으로 규정이 개선된다면 육아시간제가 필요한 당일 제도를 신청하여 사

용함으로써 사(死) 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시간제는 시행 초기 단계의 제도로,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

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잠재적 수요가 많은

만큼 상기의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육아기 공무원이 어려움 없이 일ㆍ육

아 병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미혼이나 예비부부 공무원에게

좋은 시그널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육아시간제에 대한 첫 연구로, 육아시간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육아시간제 대상자들의 제도 사용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새로 시행된 육아시간제라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제도사용

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등 일

ㆍ가정양립제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양적연구 또는 질적연구 중 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새로 시행된 제도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기 위해 객관

화ㆍ일반화 할 수 있는 양적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제도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의 특수성도 고려하고자 질적연구도 함께 수행하는 등 통

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설계 부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육아시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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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사용자가 적어 표본을 충분하게 구할 수가 없

었다. 이에 부처별 업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차이, 성별, 연령별, 직급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수가 적어 차이를 세심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공무원의 육아시간제 사용경험에 미

치는 영향의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

구에서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비율 및 조직별ㆍ

기관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본이

주로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중앙부처 공

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에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겠다.

둘째, 육아시간제가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용자들의 충분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해, 자료의 답변 및 신뢰도에 부정

확성이 있을 수 있다. 육아시간제 사용자가 증가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든

상태일 때 후속연구를 실시한다면, 육아시간제 활용패턴, 영향요인, 효능

감 등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육

아시간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설문을 진행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가 생겼다. 육아시간제를 사

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이미 제도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에 독립변수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생성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독립변수로 사용된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왔

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배제하

여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

여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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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공무원의 일ㆍ가정양립에 대한 연구로서, 2018년 7월에 

확대시행된 육아시간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시행 초기 단계의 육아시간제를 보완ㆍ개선하여 공공

부문 일ㆍ가정양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고,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어떤 정보도 공개되

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히 응답 부탁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 금현섭

연구자 최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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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2. 귀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2-1.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합산 총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3.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3-1.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자녀 합산 총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4. 귀하(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일ㆍ가정양립을 실현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부모님 등 가족 도움 ② 육아도우미 ③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기관

④ 유연근무제 ⑤ 시간선택제 ⑥ 육아시간제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 만 5세 이하 (   ) 명 - 만 6세~만 8세 (   ) 명 - 만 9세 이상 (   ) 명

① 예 ② 아니오

① 1년 미만 ② 1년 ③ 1년 초과~2년 이하

⓸ 2년 초과~3년 이하 ⓹ 3년 초과~4년 이하 ⑥ 4년 초과

① 1년 미만 ② 1년 ③ 1년 초과~2년 이하

⓸ 2년 초과~3년 이하 ⓹ 3년 초과~4년 이하 ⑥ 4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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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육아시간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육아시간제 : 2018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급여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

1. 귀하는 육아시간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 귀하는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3. 귀하는 육아시간제를 총 몇 개월 사용하셨습니까?   (     　） 개월

4. 귀하는 육아시간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① 월 1-5회 ② 월 6-10회

③ 월 11-15회 ④ 월 15-20회

⑤ 몇 번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5. 귀하는 육아시간제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셨습니까?

6. 육아시간제 사용에 따른 일ㆍ가정양립 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자녀의 등ㆍ하원을 직접 할 수 있게 됨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등하원을 여유있게 할 수 있게 됨 ① ② ③ ④ ⑤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두터워짐 ① ② ③ ④ ⑤

자녀와 함께하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됨
① ② ③ ④ 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문8로 이동

①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② 오전 2시간 이내

③ 오후 2시간 이내 ④ 점심시간 연계하여 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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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직장에서 육아시간제 사용이 수월하였습니까?

8. 육아시간제 사용이 어려운 이유(혹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각 요인별

로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개인적 요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인사상 불이익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 및 가족의 육아 도움 ① ② ③ ④ ⑤

육아 도우미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업무적 요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현안, 보고, 출장이 많은 업무 ① ② ③ ④ ⑤

협업 성격이 강한 업무 ① ② ③ ④ ⑤

【조직적 요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상사 및 동료의 눈치 ① ② ③ ④ ⑤

동료에의 미안함 ① ② ③ ④ ⑤

조직 내 제도 사용자가 드묾 ① ② ③ ④ ⑤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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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요인】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재량규정 ① ② ③ ④ ⑤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좁음

(만 5세 이하 자녀)
① ② ③ ④ ⑤

제도 사용시 초과근무 불인정

(육아시간 사용 후 잔업 처리를 

위해 회사에 복귀해도 초과근무 

불인정)

① ② ③ ④ ⑤

육아시간제 산정 방식

(월할 공제방식임)
① ② ③ ④ ⑤

9. 육아시간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의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육아시간제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만 5세 →만 8세)
① ② ③ ④ ⑤

육아시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4개월 →3년)
① ② ③ ④ ⑤

육아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월할공제→일할공제)

① ② ③ ④ ⑤

육아시간 사용 후 잔업 등의 

사유로 복귀하여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초과근무 불인정시 육아시간 

사용자의 경우 업무 과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육아휴직 규정처럼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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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는 일ㆍ가정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로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육아

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복직한 시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ㆍ가정양립을 위해 어떤 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ㆍ유연근무제 :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제가 있다 .

ㆍ시간선택제 :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주 

15~30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도 조정됨

ㆍ육아시간제 : 2018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최대 하루 2시간씩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

도

III. 다음은 육아휴직과 육아시간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귀하는 소득, 직급, 경력관리 등을 감안하여 육아휴직을 육아시간제

로 대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ㆍ육아휴직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

녀당 최대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ㆍ육아시간제 : 2018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급여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

도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유연근무제 ② 시간선택제 ③ 육아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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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육아시간제 대상이 만 5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육아휴직 3년과 육아시간 2년을 어떻게 

구성하여 쓰고 싶습니까?

IV.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3.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4. 귀하의 근무기관은 어디입니까?

  (                             )

5. 귀 가구는 맞벌이 가정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① 9급.8급 ② 7.6급 ③ 5급 ④ 4급 ⑤ 3급 이하

영ㆍ유아기 (0세~만5세)

육아휴직 (   )년 육아시간 (   )개월

초등기 (만6세~만 8세)

육아휴직 (   )년 육아시간 (   )개월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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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지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얼마나 사용했나요?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복직 후 육아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나요? 

3 복직 후 육아해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4
육아나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직장에서 업무 몰입이나 성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5
육아시간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나요? 사용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해보았나요?

6

육아시간제를 사용하는데 마음에 걸리거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계획인가요?

7

주변에 육아시간제 쓰는 사람들이 있나요?  

많지 않다면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사용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반대로 주변에 사용자가 많으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8
일ㆍ가정(육아)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제 중 어떤 

제도를 더 선호하나요?

9 육아시간제 개선점이나 희망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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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Experiences of Using the ChildCare

Time System for Government

Employees

Suan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rise of double-income households, child-rearing parents are

facing the task of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rights and

parental right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to solve problems arising

between the two rights and ultimately to overcome social

problems such as female career discontinuation and low birth

rates. In officialdom, th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female and dual-income civil servants can work and foster

children, has grown.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childcare time system that can shorten

working hours in addition to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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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ternity leave, paternity leave and flexible work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childcare time system is

a system that has been in place for less than a year, and it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settle the

syste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based on this

analyze the paper also aims to propose an alternative policy for

the smooth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usage behavior of the childcare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a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through STATA. Interviews are also conducted to supply the

survey and to provid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nterviewee`s case and experience.

The analysis shows that task`s interdependence and

spontaneity, which are work-related factor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xperience of using childcare time.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factors, among indicators of task-oriented culture

and unfriendly atmosphere, unusual institutional users in the

organization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and among the indicators of unfriendly mood, the

look of supervisors and coworkers, personnel disadvantage, and

their sorriness to coworkers are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institutional factors, only the disapproval of overtim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intenance indicators of the system's

regulation and procedures, and discretionary regulation and the

absurdity of calculation methods was i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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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studies have shown that each factor has an effect

o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childcare time system use.

Overall, people are aware of the effects of work-related factors

or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but they tak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the most seriously in determining the use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childcare time system.

Firstly, guidance on the childcare time system and the

family-friendly atmosphere within the organization should be

fostered. Secondly,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xpand

the use of the childcare system by connecting and evaluating

the usage, Thirdly, the workload sh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 shortened working hours and finally, the system

regulations that go against reality should be improved. It is

hoped that the childcare time system will be well established

and that many civil servants' parenting and working rights will

be guaranteed during the childcare period.

Keywors : childcare time system, work-family compatibility

systems, work-related characteristics, system

regulation, organizational culture,

Student Number : 2012-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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