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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 확률

차이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자료이며 연구대상은 만 25-64세

의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방법론은 다변량 해체기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력단절과 재취

업 확률 차이를 특성효과와 잔차효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비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특성효과 부문

에서는 자녀 수, 2세대 가구, 대졸 이상, 잔차효과 측면에서는 자녀 수,

35-44세, 자가거주 여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또한 비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간 차이

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잔차효과 측면에서 자녀 수, 고졸 이하, 자가거

주 여부 변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과 비

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 차이를 만든 원인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고용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에 대한 동기부여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 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 차이를 다변량 해체기법을 통해 결정요인

을 분석했다는 점과 지역 간 경력단절 및 재취업 확률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주요어 : 고용시장,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재취업, 노동시장, 해체기법

학 번 : 2014-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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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적 배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만큼 노동시장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 노동시

장 내의 성차별 등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

하고 있으며(민현주 2011; 오은진 외 2008; 전혜진 2016),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도 시에도 제한된 일자리와 만족스럽지 못한 임금 수

준으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미애 2018; 민현주 2011; 이

시균 2017). 숙련된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과 재취업 실패는 곧 경제활동

인구의 손실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18)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30대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가장 높은 경력단절 경험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30대는 여성의

생애주기 상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출산 후 자

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 측면에서 여성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은미, 2016).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경력단절뿐만 아니라 노

동시장 복귀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경력단절과 재취업은 지역

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성이 속해있는 직업군과

거주지역의 육아 관련 인프라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여성이

속한 직업군이 육아휴직에 관대하고, 거주지역 내에 보육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재취업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지역별로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차이가

존재하기에(통계청, 2018), 실제로 지역 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

확률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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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간 경력단절 및 재취업 확률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 확률

차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두 지역 간의 간극을 최

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으나(정성

미, 2006; 장서영, 2008; 김난주, 2016; 박은주·전형미, 2017),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경력단절 확률 및 재취업 확률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Powers and Pullum(2006)이 제시한 다변량 해체기법(Multivariate

Decomposition Method)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 차이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통계자료

지역 간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 간에 어떠한

여성의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은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의 ‘연령별/경력단절사유별 여성

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를 분석한 자료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

두 결혼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이 60% 이상 차지할 만

큼 여성 노동력 손실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 출산

후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리고 가족 돌봄을 위한

경력단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개인의 경력 개발 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발적인 경력단절을 선택하기보다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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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연령별/경력단절사유별 여성인구｣

[그림 2]와 [그림 3]은 여성가족부(2015)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

동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구분

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먼저 [그림 2]를 통해 일차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

질수록 배우자의 평균 소득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령 및 교

육수준별로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배우자 평균 소득의 적정

치가 다르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3]을 통해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될 시 연령대가 낮을

수록 일자리의 지속에 대한 의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상 집단에서 자녀 양육 문제 해결 시 80% 이상

의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반면 중졸 이하 집단

에서는 29%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고졸 이상의 집단에서 연령대

가 낮아질수록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계없이 경력 지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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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경력단절 당시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2015) ｢경력단절 당시 배

우자의 월평균 소득｣

[그림 3] 자녀 양육 문제 해결 시 일자리 지속 여부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2015) ｢자녀양육 또는 교

육 문제 해결 시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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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 ｢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4]는 통계청(2018)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교육수준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등의 3개의 집

단으로 분류하여 집단별 비중을 분석한 자료이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

면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분포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분포는 비수도권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수준 격차가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5]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직업군 비중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8) ｢시도/직업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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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통계청(2018)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직업군을 관리자 및 전문가,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등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비중을 분석한 자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자 및 전문가의 비중

이 수도권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

도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분석을 [그림 5]

의 지역별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와 연계하여 해석해보면 지식기반 산업

이 밀집되어있는 수도권에 고학력 직업군인 관리자 및 전문가 비중이 높

게 나타나고, 비수도권에 저학력 직업군인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지역별 주택 평균 가격 비교

자료: 주택보증공사(2019)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지역별 규모별 ㎡당 평

균 분양가격｣

[그림 6]은 주택보증공사(2019)의 지역별 주택 평균 가격을 비교한 자

료이다. 해당 자료는 지역을 수도권,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지방 등의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의 평균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 광역시 평

균, 기타지방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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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택의 평균 가격은 가구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

며, 자가거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 자가거주 가구의 경제력이 비

수도권 자가거주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

2.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의 생

애주기에 따른 사건들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민현주, 2011; 오은진 외, 2008; 전혜진, 2016).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력단절과의 관계 분석을 토대로 한 경력단절의 요

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가정 내부적 요인 등의 다양한 사

회경제학적 요인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선호, 학력 수준, 배우자의 경제력 등

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민현주(2012)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유지하거나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와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주

장한다.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개인의 선호는 여성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직장에 대한 열망이나 가정의 중요성 중 어떠한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내

재화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전혜진, 2016), 인적자본이론에 따라

경제활동과 가정재 생산활동 중 효율성이 극대화된 방향으로 선호가 결

정될 수 있다(Becker, 1965). 고학력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

장에 진입하지 않는 L자형 곡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경력단절 이

전 대비 제한된 고용기회와 낮은 임금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

라 할 수 있다(국미애, 2018; 민현주 2011; 이시균, 2017). 또한, 많은 선

행연구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여성이 자발적으로 경력단절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권희경, 2010; 민현주, 2011; 장서

영, 2008). 서구권 국가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경력단절

에 있어 배우자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경제력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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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혜선, 2002; Glass, 1988).

다음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직장 근무환경과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시설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전혜진(2016)은 직장의 복리후생 수준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여성이 출

산과 육아에 있어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족 양립 지원과 관련된 사내 복지체계가 여성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국미애, 2018). 또한, 직장 내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와 야근이 잦은 근무환경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조직 내에

서 인정받기 어려운 유리천장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상

공회의소, 2016). 보육시설 인프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서문희,

2005).

가정 내부적 요인으로는 가족 내부의 육아 지원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에게 육아 지원

가능 유무는 출산휴가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같다. 이경곤·성효용(2017)에 따르면 잠재적 보육서비스 공급자인

부모가 자녀 육아 지원이 가능한 경우, 여성의 노동 공급시간이 증가함

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배우자의 태도 역시 여성의 경력단절에 주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혜진(2016)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반비례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므로 남편이 아내의 경력 유지에 적

극 찬성하고 지원한다면 여성이 경력단절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진다(박경숙·김영혜, 2003). 따라서 여성이 출산 후 경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배우자의 가사 역할 분담과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심리적 지원

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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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게 호의적이지 못한 노동 환경, 가정 내부 요인 등 극복해야 할 장벽이

많다. 사회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이전 직장과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구명숙 외, 2005). 재취업 시장에서 사기가 저하된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턱없이 낮은 처우에 재취업을 포기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혹은 계약직으로 하향취업을 선택하게 되며, 남성 위주의

직종보다 여성에게 호의적인 여성지배직종으로의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장서영, 2008).

여성에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가정 내부 요인은 가사와 육아 부담,

가족의 소득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장지연·김지경(2001)에 따르면 부모와

같은 자녀 보육을 지원해 줄 조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이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에 재취업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적

극적인 재취업 지원 및 가사분담 역시 여성의 가사부담을 덜어주어 재취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경숙·김영혜, 2003). 가족 소득수준의 경

우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이 재취업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오은진 외, 2008), 이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가

구 경제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장지영·김

지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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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분석방법

1. 다변량 해체기법 (Multivariate Decomposition Method)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은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 해당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이성우 외, 2005). 그러나 Blinder-Oaxaca의 해체

기법은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전제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선형

인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들은 이산형 종속변수를 활용하는 비선형 모형인 로짓·프로빗

(Logit·Probit) 등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는 관계로, 비선형 모형에 활용할

수 있는 해체기법이 요구된다(박종훈·이성우, 2016; 황재희·이성우,

2017).

이산형 종속변수를 해체기법에 적용하는 방법은 Ault et al(1991)과

Wachter and Megbolugbe(1992)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

다. 하지만 해당 기법은 동분산 가정과 특성효과 및 잔차효과를 규명하

기 위한 통계적 검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상기 방법론

을 발전시킨 Fairlie(1999, 2005)가 제시한 확장형 해체기법(Extended

Decomposition Method)은 표본의 정립단계에서 두 집단의 분산을 동일

하게 설정하고,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이전 연구들의 통계

적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확장형 해체기법은

이산형 종속변수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통계적 문제점을 해

결하였고, 두 집단의 특성효과 및 잔차효과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하지만

확장형 해체기법 이론은 특성효과(endowment effect) 각각의 요인들의

효과를 규명하였을 뿐 잔차효과(residual effect)의 세부 요인들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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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규명하진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Powers and Pullum(2006)은 다변량 해체기법(Multivariate

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특성효과 및 잔차효과의 세부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형 종속

변수인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각각 다

변량 해체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종속변수의 지역별 차이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특성효과와 잔차효과로 분리하여 통계적으

로 분석하고 있다.

           식 (1)

식 (1)은 Blinder-Oaxaca의 방법론을 반영한 해체기법의 수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 및 지역별 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 확률 차이를 의미하고 있다. 두 가지 종속변수 모두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해체기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첨자 A는 수도권

지역의 집단을 의미하고, 위첨자 B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는 종속변수의 평균 행벡터를 나타내고,

 지역별 은 개별 독립변수의 평균 행벡터를 의미하며,지역은 각 지역별

계수 행렬을 나타낸다. Blinder-Oaxaca의 해체기법은 앞서 언급하였듯

선형 회귀모형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이산형 종속변수를 갖는 비선형 형

태의   을 Powers and Pullum(2006)의 다변량 해체기법을 따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식 (2)
             식 (3)

식 (1)과 식 (2)의 차이는 로지스틱 분포로부터 도출된 누적분포함수

F이다. 이는 식 (2)가 비선형 형태인 로짓 모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식 (2)는 식 (3)으로 변형될 수 있는데, 식 (3) 우측의 첫 번째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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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는 요소(explained component) 혹은 특성효과(endowment effect)

를 의미한다. 즉, 통제된 독립변수로 인해 도출되는 지역별 경력단절 확

률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를 설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

다. 반면, 식 (3) 우측의 두 번째 항은 독립변수들의 통제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unexplained component) 또는 잔차

효과(residual effect)를 의미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잔차효과를 변인별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Jones(1983)와 Farilie(1999, 1995)는 잔차효과

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본 연구에 Powers and Pullum(2006)의 다변량 해체기법을 활용한 이

유는 제시된 독립변수들이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특성효과와 잔차효과 측면에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특성효과 분석을 통해 통제된 독립변수로 인해 도출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를 설명할 수 있고, 잔차

효과 분석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통계

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해당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큰 차별성을 갖는다.

제 2 절 분석자료 및 변인설명

본 연구는 지역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와 경력단절

후 재취업 확률 차이를 해체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설명변수별로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연구는 통계청에서 5년 주기로 제공되는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도 2%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 전 취업 유무’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관계로,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요인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을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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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표 1-1] 및 [표 1-2]와 같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종속변수로 두 가지의 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

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이며, [표 1-1]에 명

시된 독립변수들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

다. 여성의 경력단절 모형에 활용된 분석대상은 만 25-64세의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부이며, [표 1-2]에 명시된 독립변수들이 경력단절 여

성의 재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

업 모형의 분석대상은 만 25-64세의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고, 경력단

절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제한하였다.

독립변인의 구성을 연령,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자녀 수, 세대 유형,

교육수준, 점유형태, 주택유형 등으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 변인들이 개인

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반영된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

성은 경력단절부터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상황 및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임신, 자녀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자녀 양육기가 지난 후 재취업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한다(민현주 2011).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 독립변

인들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두 가지 분석에 사용된 독

립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크게 개인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분류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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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설명
종속변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독립변인

거주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참조집단)

연령

25-34세 이하 25-34세 이하
35-44세 이하 35-44세 이하
45-54세 이하 45-54세 이하
55-64세 이하 55-64세 이하 (참조집단)

혼인상태
기혼 기혼
싱글 이혼, 사별 (참조집단)

가구주 여부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가구원=0 (참조집단)
자녀 수 자녀 수 총 출산수 - 총 사망수

세대 유형
1세대 가구 1세대 가구 (참조집단)
2세대 가구(자녀) 2세대 가구 (자녀)
3세대 가구(자녀, 부모) 3세대 가구 (자녀,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전문대졸 (참조집단)
대졸 이상 대졸 이상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무직 무직 (참조집단)

직업 수준

관리자 및 전문가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서비스 및 판매직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직
무직 무직 (참조집단)

점유형태 자가거주 자가=1, 차가=0 (참조집단)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참조집단)

[표 1-1] 변인설명 1: 여성의 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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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설명

종속변인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부 취업상태=1, 실업상태=0

독립변인

거주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 (참조집단)

연령

25-34세 이하 25-34세 이하

35-44세 이하 35-44세 이하

45-54세 이하 45-54세 이하

55-64세 이하 55-64세 이하 (참조집단)

혼인상태
기혼 기혼

싱글 이혼, 사별 (참조집단)

가구주 여부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가구원=0 (참조집단)

자녀 수 자녀 수 총 출산수 - 총 사망수

세대 유형

1세대 가구 1세대 가구 (참조집단)

2세대 가구(자녀) 2세대 가구(자녀)

3세대 가구(자녀, 부모) 3세대 가구(자녀,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전문대졸 (참조집단)

대졸 이상 대졸 이상

점유형태 자가거주 자가=1, 차가=0 (참조집단)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참조집단)

[표 1-2] 변인설명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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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특성 (연령, 혼인상태, 자녀 수, 세대 유형, 교육

수준, 가구주 여부)

여성은 경력단절부터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상황 및 특성으로부

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결혼, 임신, 자녀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자녀 양육기가 지난 후 재취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민현주, 2011). 그러므로 개인의 특성적 요인들은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 특성 변인은 연령, 혼인상태,

자녀 수, 세대 유형,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로 구성하였다.

연령 변인의 경우,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을 경험하는 여성의 생애주기

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는 25-44세,

재취업 확률의 차이는 35-44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5-44세 구간이 겹치는 이유는 결혼의 만혼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에 있어 혼인상태와 가구주 여부

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변인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주가 아닌 여성은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자립

의 필요성이 싱글 혹은 가구주인 여성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지표이다.

해당 변인들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느

지역의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지 통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 양육 및 교육

에 열망이 높은 수도권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은 높고, 재취업 확

률은 비수도권 기혼여성들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자녀 수는 출산 및 자녀 양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인이

다. 자녀 수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기간, 그리고 자녀 양육 기간과 비례

한다. 따라서 자녀 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높이고, 재취업

확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녀 수의

차이는 지역 간 경력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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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유형은 자녀가 없는 1세대 가구,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 자녀

및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로 구분하였다. 세대 유형 변인은

자녀 양육 지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

는지 확인 가능한 지표이다.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

업 실패의 주요 원인이므로 두 지역 모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력단절의 확률은 감소하고, 재취업 확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수도권 거주 여성은 3세대 가구가 아닐지

라도 부모가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가까운 거주 거리로 인해 양육 지원

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2세대 가구에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 측면에서 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인 여성

보다 직업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경력단절 경험 확률은 상대

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고학력자가 경력단절 이후 고용시장에 재

진입하는 경우 높은 진입장벽과 경력단절 이전보다 열악한 근로 처우로

인해 재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금재호, 2010) 재취업 확률은

저학력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수도권

의 대졸 이상 여성들이 경력단절 후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집중하려는 성

향이 강하므로 비수도권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을 반영한다는 측면과 (하성규·이성우,

2001) 교육적 동질혼이 일반적이라는 측면에서 (김영미·신광영, 2008) 고

학력 여성의 배우자 또한 고학력자이며 소득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

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

므로 고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 확률이 낮게 측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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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특성 (종사상 지위, 직업 수준, 주택 점유형

태, 주택 유형)

본 연구에 활용된 설명변수 중 직업적 속성과 주택 거주 속성은 경제

적 수준을 투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먼저 종사상 지위와 직업 수준

은 경력단절 경험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1에서만 통제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무직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

분하였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에 취약하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 경험 여부를 살펴볼 때, 여성이 임금

근로자의 신분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뒤 무직 또는 자영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보다 자

영업자들과 무직자들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음으로 직업 수준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연동된 지표이다. 즉, 고학력 여

성일수록 관리자 및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해당

직종은 서비스 및 판매직 혹은 단순노무직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황수경, 2003). 그러므로 관리자 및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

사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것으로 예측된

다.

주택 점유형태 측면에서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차가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Megbolugbe and

Linneman, 1993). 주택 유형 측면에서는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주거비용

이 주택에 비해 높으므로 아파트 거주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할 수 있다(이창효·장성만, 201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자가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은 경제적 안정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력단절

확률은 낮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 확률 또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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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결과

1. 기초통계

[표 2-1]과 [표 2-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지역에 따른 변

인별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모형과 경력단절 여성

의 재취업 모형에 활용된 분석대상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

집단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변인별 평균값의 지역적 차이

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므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모형의 종속변수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살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여성의 75%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했을

정도로 경력단절은 여성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보다 약 2.4%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모형의 종속변수인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또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약 3.7% 높게 측정되었다. 정리해

보면 비수도권 거주 여성이 수도권 거주 여성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

중이 높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비중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5-54세 집단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분포 역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 양육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정

성미, 2014)인 34-54세 구간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인상태와 가구주 여부의 경우 분석대상을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비중이 약 90% 정도로 두 모형

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약 20% 정도로 모두

낮게 측정되었다. 자녀 수 변인은 선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수도권 여

성이 수도권 여성보다 0.13명 정도의 근소하게 많은 자녀를 양육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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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양육은 생애주기 측면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므로 평균 자녀 수의 차이는 지

역별 비교에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세대 유형은 현대식 핵가족

형태인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가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전통적 가구 형태인 3세대 가구

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약 5%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교육수준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집단의 비중

은 비수도권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비중은 수도권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여성들의 종사상 지위와 직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종사상 지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수도권에서 높게 나

타났고, 직업군 측면에선 관리자 및 전문가 집단과 사무직 집단의 비중

이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사회경제적 변인의 기초통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에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군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

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자가거주 비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

났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 또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약 4%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가격에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대비 주거 안정성이 낮음을 의미한다(박종훈·이성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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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종속변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 0.7541 0.7782

독립변인

연령

25-34세 이하 0.1473 0.1526

35-44세 이하 0.3318 0.3353

45-54세 이하 0.3308 0.3330

55-64세 이하 0.1901 0.1791

혼인상태 기혼 0.8976 0.8994

가구주 여부 가구주 0.1892 0.1970

자녀 수 자녀 수 1.6905 1.8165

세대 유형

1세대 가구 0.2093 0.2601

2세대 가구 0.7305 0.6877

3세대 가구 0.0603 0.0522

교육수준

고졸 이하 0.5180 0.5536

전문대 졸 0.1533 0.1875

대졸 이상 0.3287 0.258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4199 0.4083

자영업자 0.0964 0.1066

무직 0.4837 0.4851

직업 수준

관리자 및 전문가 0.1543 0.1465

사무직 0.1186 0.1048

서비스 및 판매직 0.1630 0.1785

단순노무직 0.1095 0.1361

무직 0.4545 0.4341

점유형태 자가거주 0.5920 0.7250

주택 유형

단독주택 0.1661 0.2288

아파트 0.6670 0.7104

연립 및 다세대주택 0.1669 0.0609

[표 2-1] 기초통계 1: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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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수도권 비수도권

종속변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부 0.4680 0.5047

독립변인

연령

25-34세 이하 0.1171 0.1359

35-44세 이하 0.3296 0.3372

45-54세 이하 0.3523 0.3440

55-64세 이하 0.2010 0.1829

혼인상태 기혼 0.8942 0.8961

가구주 여부 가구주 0.1819 0.1900

자녀 수 자녀 수 1.7958 1.8801

세대 유형

1세대 가구 0.1734 0.2406

2세대 가구 0.7696 0.7109

3세대 가구 0.0570 0.0485

교육수준

고졸 이하 0.5652 0.5974

전문대 졸 0.1548 0.1909

대졸 이상 0.2800 0.2117

점유형태 자가거주 0.6052 0.7244

주택 유형

단독주택 0.1675 0.2345

아파트 0.6621 0.7020

연립 및 다세대주택 0.1704 0.0635

[표 2-2] 기초통계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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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

1) 모형 1: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분석

모형1의 이항로짓분석 결과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수도권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결과는 기초통계에서 산출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연령별 회귀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45-54세 이하의 집단에서 경력단절 경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와 가구주 여부 변인은 여성이 기혼상태이거나 가구주일 때

경력단절 경험 확률이 낮게 측정됨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산 및 자녀 양

육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확률이 증가하고, 가

족으로부터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가구가 2세대 가구보

다 경력단절 경험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부문에서는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저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

률이 고학력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금근로자

가 자영업자 대비 경력단절 확률이 낮았으며, 직업 부문에서는 관리자

및 전문가와 사무직일 경우가 서비스 및 판매직 혹은 단순노무직일 경우

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낮았다. 주택 변인의 경우 자가거주 여성이 차가

거주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낮았고, 단독주택 거주 여성보다 아파트

거주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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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절편 1.5011*** 0.0509

수도권 거주 -0.0732*** 0.0149

연령

25-34세 이하 -0.0125 0.0289

35-44세 이하 0.3272*** 0.0245

45-54세 이하 0.3823*** 0.0226

혼인상태 기혼 -0.2495*** 0.0309

가구주 여부 가구주 -0.2164*** 0.0225

자녀 수 0.3583*** 0.0108

세대 유형
2세대 가구 0.4549*** 0.0195

3세대 가구 0.0697** 0.0333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443** 0.0224

대졸 이상 -0.6137*** 0.021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4930*** 0.0397

자영업자 -0.2169*** 0.0438

직업 수준

관리자 및 전문가 -1.3053*** 0.0444

사무직 -1.4159*** 0.0435

서비스 및 판매직 -0.6173*** 0.0425

단순노무직 -0.5202*** 0.0428

점유형태 자가 -0.0402** 0.0163

주택 유형
단독주택 -0.0776*** 0.0278

아파트 -0.0415* 0.0237

-2 Log L 6,898,476.6

표본 수 131,541

[표 3-1] 회귀분석 1: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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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분석

모형2의 이항로짓분석 결과 비수도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통계의 결과도 이항로짓분석

결과와 일치하므로 해당 분석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5-54세 이하의 그룹에서 가장 높은 재취업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자녀 양육 시기가 지난 해당 연령대에서

여성이 재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민현주 2011).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혼인상태 변인에서는 기혼여

성의 재취업 확률이 싱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가구주 변인에서는 여성

가구주의 재취업 확률이 가구원인 경우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해당 결과

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대한 필요

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 양육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높아지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에 속한 여성이 2세대 가구 여성보다 재취업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자녀 수에 따라 재취업 확률이 높아진 이유는 여성이 자녀양

육비의 추가 획득을 위해 재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3세대 가

구에서 재취업 확률이 높은 이유는 가족의 도움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경우 저학력 여성들보다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재 생산 가치를 재취

업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가치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박

은주·전형미, 2017). 주택 속성 변인을 살펴보면 주택 점유유형의 경우,

자가거주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 반면 주택 유형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재취

업 확률이 아파트 거주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 거주 여

성의 경제력이 주택 거주자에 비해 높아 재취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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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추정계수 표준오차

절편 -0.1002** 0.0062

수도권 거주 -0.1368*** 0.0018

연령

25-34세 이하 -0.3540*** 0.0038

35-44세 이하 0.4062*** 0.0029

45-54세 이하 0.7424*** 0.0026

혼인상태 기혼 -0.3297*** 0.0039

가구주 여부 가구주 0.4138*** 0.0030

자녀 수 0.1033*** 0.0013

세대 유형
2세대 가구 -0.0540*** 0.0025

3세대 가구 0.1846*** 0.0044

교육수준
고졸 이하 0.0260 0.0025

대졸 이상 -0.2115*** 0.0028

점유형태 자가 0.0150 0.0020

주택 유형
단독주택 0.1289*** 0.0033

아파트 -0.2638*** 0.0028

-2 Log L 7,882,763.5

표본 수 100,960

[표 3-2] 회귀분석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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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기법 결과

해체기법은 변수의 두 집단의 특성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성효과

(endowment effect)와 특성적인 부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내

는 잔차효과(residual effect)로 나누어 설명 가능한 분석기법이다. 아래

의 식(3)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와  의 차이가 특성효과, 와 의
차이가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일컬어지는 잔차효과라고 할 수 있

다.

             식 (3)

위의 수식에 따르면 A그룹을 기준으로 B그룹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4-1]과 [표 4-2]는 다변량 해체기법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

권 거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으며, 특성효과는 58%, 잔차효과는 42%의 비중을 차

지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으며, 특성효과와 잔차효과의 비중은 각 6%와 94%로 나타나는 등

설명변수로 통제하지 못한 특성적인 부분 이외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

여준다. 두 모형의 특성효과 및 잔차효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모형 1: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분석

[표 4-1]은 다변량 해체기법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여성

의 경력단절 확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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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으며, 특성효과와 잔차효과의 비중은 각

58%와 42%로 산출되었다.

모형1의 특성효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를 만든 주요 요인은 자녀 수, 세대 유형, 교육수준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자녀 수는 계수값이 (-0.010)이며 43%의 차이를 나타내는 등 두

지역 간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추정되었다. 즉,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자녀 수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가 43% 증가한다

는 의미이다. 기초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여성이 수도권 여성보다 평균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여성이 상대적

으로 경제활동보다 가정재 생산에 더 집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유형에서는 자녀가 있는 2세대 가구에서 가장 큰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2세대 가구의 계수값은 (0.004)이며 -17%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2세대 가구의 특성이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의 차이가 17%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조건임에도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는 이유는 잠재적 보육서비스 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와의

거주 거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경곤·성효용(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의 양육 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근접지에 거주할 경우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확률과 노동공급 시간이 증가한다. 수도권의 경우 부모와 인

접한 거리에 거주할 확률이 높으므로 2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이 경

력을 이어갈 확률이 비수도권보다 높다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에서 두 지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

다. 대졸 이상 변인의 계수값은 (-0.008)이며 32%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대졸 이상 변인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

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가 3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사회적 동질

혼 측면에서 두 지역 모두 고학력 여성의 배우자 소득이 높을 것(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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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성우, 2017)이며, 이때 지역 간 주거생활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해당 차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

해, 주거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고학력 여성이 경력단절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잔차효과 측면에서는 연령, 자녀 수, 점유형태 등의 변인에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35-44세 연령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해당 변인의 계수값은 (-0.018)이며 73%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35-44세 연령대 여성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가

정하였을 때, 35-44세 연령대에서 두 지역 간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가

7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44세 연령대는 결혼의 만혼화로 인

해 여성의 생애주기 상 출산과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시기이다(문은미,

2016). 이로 인해 여성이 직장 내 승진이나 자기 발전의 문턱에서 유리

천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가 직업적

유리천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은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이유를 뒷받침한다(허식·

엄주영, 2017).

자녀 수는 잔차효과 부문에서도 지역 간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잔차효과에서 자녀 수 변인

의 계수값은 (0.050)으로 산출되었으며 -207%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자녀 수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가 207%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수 변인이 특성적 효과 이외의 두 지역

간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같은 조건임에도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이유는 통

제되지 않은 변수인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무려 84%가 학원과 유

치원 같은 민간보육시설이고, 해당 기관들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되

어 있다(서문희, 2005). 이러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혜택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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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못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을 이어나가지 못하

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가거주 변인 또한 잔차효과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를 발

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 변인의 계수값은 (0.013), 차이는

-52%로 산출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자가 거주비율을

갖추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가 52% 증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본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수인 자가 주택 구매 비용과 주거생활비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가 소유와 주택가격은 가구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길

혜민·김광석·박혁서, 2013). 즉,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

가구가 자가 구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여성이 출

산 후 육아와 가정재 생산을 위한 경력단절을 선택할 확률을 높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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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특성효과 잔차효과

Estimate Gap(%) Estimate Gap(%)

절편 　 　 -0.061** 253%

25-34세 0.000*** -1% -0.009*** 37%

35-44세 -0.000*** 1% -0.017*** 73%

45-54세 -0.000*** 1% -0.004 18%

기혼 0.000*** 0% 0.006 -23%

가구주 0.000*** -1% 0.000 0%

자녀 수 -0.010*** 43% 0.050*** -207%

2세대 가구 0.004*** -17% 0.013* -52%

3세대 가구 0.000** -1% 0.001 -5%

고졸 이하 -0.000 1% -0.004 16%

대졸 이상 -0.008*** 32% 0.004** -24%

임금근로자 -0.001*** 5% -0.002 9%

자영업자 0.000** -2% 0.002 -7%

관리자·전문가 -0.002*** 9% -0.003 13%

사무직 -0.004*** 15% 0.002 -8%

서비스·판매직 0.002*** -9% -0.008* 34%

단순노무직 0.003*** -13% -0.004 17%

자가거주 0.000 -1% 0.013** -52%

단독주택 0.001* -4% 0.003 -11%

아파트 0.000 -1% 0.009 -39%

Total -0.014*** 58% -0.010*** 42%

[표 4-1] 해체기법 1: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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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분석

[표 4-2]는 다변량 해체기법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여성

의 재취업 확률 실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으며, 특성효과와 잔차효과의 비중은

각 6%와 94%로 나타나는 등 설명변수로 통제하지 못한 특성의 영향력

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성효과 부문에서는 세대 유형과 대졸 이상 변인에서 각각 10% 이상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세대 유형 변인에서는 2·3세대 가구에서 각

각 11%, 12%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비수도권 여성이 자녀의 양육 지

원 문제와는 별개로 수도권 여성에 비해 재취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재취업에 대한 욕구는 곧 가구의 경제력과 직결되는데,

허식·엄주영(2017)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평균임금은 비수도권이 수도

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시 말해, 평균임금이 낮은 비수도

권에서 여성의 재취업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

변인 중 대졸 이상 변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13%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이는 수도권의 고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높

은 배우자의 경제력과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재취

업 선택지들로 인해 재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재 생산에 집중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김난주, 2016).

잔차효과 측면에서는 35-44세, 자녀 수, 고졸 이하, 자가거주, 단독주

택 등의 변인에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먼저 연령별 분석에서는 35-44세 여성 집단에서 가장 유의미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변인의 계수값은 (-0.011), 그리고 29% 수

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35-44세 연령대 여

성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5-44세 연령대에서 두 지역

간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가 29%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해당 연령대에서 비수도권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높은 이유는 자녀

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35-44세 여성의 경제적 배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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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족의 경제력이 배우자의 외벌이로 충분한 경우, 소득증가의 가치

보다 가정재 생산 노동의 가치가 높을 수 있기에 여성은 재취업을 포기

하며 가사에 집중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의 가치가 가정

재 생산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재취업을 고려하게 된다(박은주·전

형미, 2017). 김민영과 입업(2017)에 따르면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등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기에, 출

산과 양육에 집중하는 시기인 35-44세 연령대에서 비수도권 여성의 재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산출되고, 또한 지역 간 재취업 확률 차이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 수 변인은 잔차효과 부문에서 지역 간 경력단절 경험 여성의 재

취업 확률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잔차효과

측면에서 자녀 수 변인의 계수값은 (-0.032)로 산출되었으며 86%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자녀 수를 갖

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

업 확률 차이가 86%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수가 증가할

수록 비수도권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가족의 경제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가족의 경제력이 여유롭지 않은

비수도권 여성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압박을 수도권 여성

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민현주, 2017).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 집단에서 두 지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

다. 고졸 이하 변인의 계수값은 (0.020)이며 -56%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고졸 이하 집단의 특성을 갖는다

고 가정하였을 때, 두 지역 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가

5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졸 이하 집단에서 나타나는 재취업

확률의 지역 간 차이는 고용 불일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고졸 이하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판매직 혹은 단순노무직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

다(장서영, 2008). 통계청(2018)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순

노무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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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사무직 등의 지식기반 직업군은 수도권에 높은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산업이 집중되어있는 수도권 지역의 고졸 이하

여성 집단은 비수도권 여성 집단보다 재취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

정된다.

자가거주 변인과 단독주택 변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써 여성이 속한

가구의 경제력을 대변한다. 해체기법 분석결과에 따르면 잔차효과 부문

에서 자가거주 변인의 계수값이 (-0.020)이며 56% 차이를 나타내었고,

단독주택 변인의 경우 계수값이 (-0.009)이며 26%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자가거주 비율 혹은 단독주택 거

주 비율을 보여준다면 두 독립변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력단절 여

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를 각각 56%, 26%씩 증가시킨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수도권의 부동산 시세는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세보다 높다

(박종훈·이성우, 2017; 주택보증공사, 2019). 따라서 수도권의 자가거주

여성과 단독주택 거주 여성이 속한 가구의 경제력이 비수도권 여성의 가

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가구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경제력이 높은 수도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가 비수도권 여성보

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 여성의 재취업 확률

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된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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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1, **p<0.05, ***p<0.0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항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특성효과 잔차효과

Estimate Gap(%) Estimate Gap(%)

절편 　 　 0.041 -111%

25-34세 0.002*** -4% 0.004** -11%

35-44세 -0.001*** 2% -0.011*** 29%

45-54세 0.002*** -5% -0.000 0%

기혼 0.000*** -1% -0.013 35%

가구주 -0.001*** 3% 0.001 -3%

자녀 수 -0.002*** 4% -0.032*** 86%

2세대 가구 0.004*** -12% -0.005 14%

3세대 가구 -0.004*** 11% -0.002 6%

고졸 이하 -0.001*** 2% 0.020*** -56%

대졸 이상 -0.005*** 13% -0.006** 15%

자가거주 0.001* -4% -0.020*** 56%

단독주택 -0.001* 3% -0.009*** 26%

아파트 0.003*** -8% -0.003 8%

Total -0.002* 6% -0.035*** 94%

[표 4-2] 해체기법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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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제 1 절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항로짓분석과 해

체기법을 응용하여 여성의 경력단절과 재취업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이항로짓모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과 재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Powers

and Pullum(2006)이 발전시킨 다변량 해체기법을 활용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에 대한 지역 간 차이에 관여하는 변인들을 특

성효과와 잔차효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기초통계, 회귀분석, 해체기법에서 산출된 분석결과에서 모

두 비수도권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산출되었으며,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특성효과로부터 58%, 잔차효과로부터 42%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효과에 기초한 지역 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를 설명

하는 주요 변인은 자녀 수, 2세대 가구, 대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자녀 수의 증가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실은 평균 자녀 수가 많은 비수도권 여성이 높은 확률로 경력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2세대 가구의 경우 가족의

육아 지원과 관련된 지표로 자녀 육아의 조력자인 부모와 인접한 거리에

거주하는 수도권 여성이 비수도권 여성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대졸 이상 변인의 경우 두 지역 모두 고학력

여성의 배우자 소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거생활비가 상대적으

로 낮은 비수도권 고학력 여성이 소득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덜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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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경력단절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셋째, 잔차효과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자녀 수, 35-44세, 자가거주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 변인의 경우 지역 간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로,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도권 여성의 경

력단절 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35-44세 변인의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 상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유리천장

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유리천장의 주요 대상인 저학력자가 많이 분포한

비수도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자가거주

변인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가

구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적으므로 수도권 여성에 비해 높은 경력단절

확률을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한다.

넷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에서는 잔차

효과가 94%로 해당 분석을 설명하는 주요 효과임이 드러났으며, 해당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은 자녀 수, 고졸 이하, 자가거주 여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비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

는데, 평균적인 가구의 경제력이 낮은 비수도권 여성은 자녀양육비를 위

한 경제활동에 압박을 받게 되므로 재취업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고졸

이하의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직과 서비스판매직에 주로 종사하는데, 해

당 직종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다수 분포하므로 비수도권 고졸 이하

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자가거주 변인의 경우 가

구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높지 않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구의 경제력이 낮은 비수도권 자가거주 여성의

재취업 욕구와 재취업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차이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확률 차이를 발생시킨 원인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와 고용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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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기부여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

제력 격차는 지역 간 법과 제도의 차등 적용, 인프라 차이, 교육의 질적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박완규, 2009), 고학력 인력 중심의 고부가가

치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평균 소득을 창

출하는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여성에게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동기부여란, 가족의 경제력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환경적으

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제공된다고 느낄 때 나

타난다. 반대로 말하면 가족의 경제력이 외벌이로 충분한 여성은 소득

창출의 필요성이 가사노동의 가치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과 재취업 확률 차

이를 줄이고, 나아가 전반적인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여성

들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재취업을 포기하

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기초한 국공립보육시

설의 확충해야 하며, 남녀 구분 없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

을 강화하고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녀 양육의 부담

을 줄여주는 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생각했던 여성들의 시각을 노

동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참여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나 지역별 고용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진

입 동기부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지역 산

업 특색에 맞는 직업 교육 지원과 이와 연계된 취업 프로그램 개발도 필

요할 것이다.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

기에 직업 교육이 실제 고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고용 불일치 문제를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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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확률과 재취업

확률 차이를 다변량 해체기법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특성효과와 잔차효

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

성을 갖고 있다. 또한, 연구분석에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자료를 활용함으

로써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는 다양한 변인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

사 자료는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 자료만 제공하였기에 현시점

여성의 경력단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2015년도부터

수행되었기에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이 아닌 단일연도 횡단면 분석을 수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지역 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및

재취업 확률 차이를 보다 종합적이고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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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Regional

Difference in Women’s

Career-breaks and Reemployment

rate: Application of Multivariate

Decomposition Method

Ko, YoungJin

Regional Information in AERD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find determinants which

make differences of women’s career-breaks and reemployment rate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 This study used Korea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2015 data and utilized a sample of women

aged between 25 and 64 with premarital employment experience. By

applying multivariate decomposition method, this study analyzed

regional differences in women’s career-breaks and reemployment rate

with endowment and residual effect. The study found that women in

the non-capital region had a higher chance of losing their job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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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in the capital region. Major factors that made differences were

number of kids, two generation household, and university graduate

variables for endowment effect, and number of kids, 35-44 years old,

and own house variables for residual effect. Moreover, women in the

non-capital region also showed higher rate of being reemployed than

those in the capital region. Main factors that made differences were

number of kids, high school graduate, and own house variables for

residual effect. In sum up, this study found that motivation of

entering labor market caused by regional gap in economic power and

regional employment mismatch affects on the differences in

career-breaks and reemployment rate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ng the policy direction to lessen the

regional gap in women’s career-breaks and reemployment.

Key Words : Labor market, Career-broken women,

Reemployment,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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