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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식과 일-가정양립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원숙연*

1)    

<目     次>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실증연구

Ⅳ. 실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이 인지하는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

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직무만족에 접근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하

위차원을 구분하고(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및 임금), 각각의 차원별로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기존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인특성과 조직특성 요인만이 아니라 여성

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2,310명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직무차원에 따라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영향요인의 차별성이 확

인되었다. 직무의 발전가능성은 임금수준, 노동지위, 조직유형 , 업무차별, 혼인, 학력,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순으로, 안정성은 노동지위, 임금수준, 출산휴가, 조직유형, 조직규모, 혼인, 업

무차별, 승진차별,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은 조직유형, 노동지위, 학력, 연령, 혼인, 

승진차별, 임금수준, 업무차별 순으로, 임금만족은 임금수준, 혼인, 조직유형, 임금차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차별인식 중 업무배치 및 보직차별 그리고 승진차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이 확인되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직무의 발전가능성과 안정

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 조직유형, 혼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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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직무만족은 직무경험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직무가 갖는 가치, 근무조건, 임금, 인간

관계 및 장래성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관련연구에 따르면(Porter 

& Steers, 1973; Ostroff, 1992; Clark et al,, 1997; Sousa - Posa and Sousa-Poza, 2000; Long, 

2005; 박혜성 외, 2014; 송미연 전영한, 2014),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애착, 열정과 연결

되면서 업무성과를 높이고 조직생산성에 기여한다. 직무만족이 높은 경우, 결근이나 이직 

증 부정적 행태가 완화되고 직무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친(pro)-조직적 행태가 강

화된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찾는 것은 조직성과측

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중 본 연구는 여성에게 주목한다. 

여성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공사조

직을 막론하고, 과거와 비교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이에 따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질이 좋은 현실을 감안하면(성인지통계, 

2014),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양적인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성을 고용한 조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이 고도화

된다는 점에서 여성자신에게도 중요하다. 인적자본은 고용이전의 교육 및 훈련만이 아니

라 고용이후 긍정적인 업무경험과 성과를 통해서 질적으로 심화된다. 따라서 여성고용의 

양적증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직무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남성의 

직무경험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여성’ 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과

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도 남성중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박통희 외, 2004; 홍미영 *우양호, 2005; 김영미, 

2006; 정재명, 2010), 여성의 직무만족 경험은 남성에 비해 낮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여

성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은 남성보다 더 높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여성’에 집중하

여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는 특히 여성이 느끼는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서 

차별인식이나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주로 개인적 특성(개인의 심리

적 성향포함)이나 조직특성에 주목해 왔다(정광호, 김태일, 2003; 이창원 *최창현, 20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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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2010; 송미연, 전영한, 2014). 그러나 본 연구가 ‘여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

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논의를 확장한

다. 여성이나 유색인종과 같은 사회적 소수집단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다수집단과 비교한 

차별적 처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박통희 외, 2004; 홍미영 *우양호, 2005; 정재명, 

2010).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조직은 수적으로나 문화 및 관행 면에서 남성중심적

이고 그 안에서 느끼는 주관적 차별인식이 여성의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여성은 현재적(또는 잠재적) 엄마로서 일-가정 양립은 중요한 이슈이다. 일-가정의 복

합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시간, 노력, 에너지 등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조직의 지원정도에 따라 자원고갈이 달라지고 이는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Mrtinengo et al., 2010; Maunoa, et al. 2012; 송다영 외, 

2012). 남성도 일-가정 양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여성에게 보다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직무만족에 조직이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처럼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구체적인 차원으로 세분한다. 기존논의에서 직

무만족은 “당신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이 비교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조

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포괄적인 직무만족(overall job satisfaction)이 아닌 직무를 구

성하는 실질적인 하위차원(예: 인간관계, 근로조건, 임금 또는 장래성 등)을 대상으로 한 

‘차원중심 직무만족’(facet-based job satisfaction )’으로 조작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직무

만족의 개념화는 직무만족의 전반적인 현실을 보여주지만, 직무만족의 구체적인 내적구조

를 규명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처방이나 대안제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제4차 한국여성가정패널 조사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310명 

취업여성의 대상으로 여성 직무만족의 차원과 각 차원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

다. 특히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직무만족 개념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소인 직무만족의 정의는 다양한데, 직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에 대한 ‘기대의 충족’정도(meet expectation)(Porter and Steers, 1973:152), 또는 직무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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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 따른 긍정적인 감정상태(Locke, 1976: Ensher, et al., 2001: 

56에서 재인용)등이 그것이다. 조직몰입이 자신이 속한 조직전체에 대한 감정적이고 심리

적인 유대감이라면, 직무만족은 보다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은 그 자체로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전반적인 만족(overall satisfaction)

과 요소별 만족(facet satisfaction)으로 구성된다(Lawler, 1973; Porter & Steers, 1973; 정광

호 김태일, 2003). 직무가 갖는 의미, 직무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직무와의 정합성(fit)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부터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인간관계 및 장래성, 그리고 근무환경 

및 후생복지, 그리고 임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평가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조직시민행

동과 같은 친조직적 행동을 높이고 (Sanchez and Vrock, 1996; Gutek, et al, 1996; Ensher, 

et al., 2001; Berger, 2013; Mukerjee, 2014; 박혜성외, 2014), 결근이나 이직가능성을 낮추

며(Porter & Steers, 1973; Clark et al,, 1997), 개인성과 및 조직생산성에 기여한다(Ostroff, 

1992; Sousa - Posa and Sousa-Poza, 2000; Long, 2005; 박혜성 외, 2014). 이렇듯 조직구성

원의 높은 직무만족은 개인성과 및 조직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특히, 조직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여성의 직무만족을 높이는데(낮추는데)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배가(倍加)된다. 

2.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1) 차별인식과 직무만족 

조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조직구성원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은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중 하나가 인지된 차

별이다. 이는 특정조직에서 실제 존재하는 차별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느끼는 것으로 “ 특

정집단에 속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집단구성원과 다르게(differently) 또는 부당하게

(unfairly) 대우받는다는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Sanchez and Brock, 1996; Ensher, et al., 

2001: 55에서 재인용: 강조점추가). 인지된 차별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감소시키고 업

무갈등을 증폭시킨다(Berger, 2013; Mukerjee, 2014). 또한 구성원간 상호작용에 부정적으

로 작용함으로써 조직내 의사소통이나 관계의 효과성을 저해한다(Sanchez & Vrock, 1996; 

Gutek, et al, 1996). 특히,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 구성원은 차별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

에 남성과의 비교에 따른 주관적 인식이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직무만족은 기대충족



여성이 인식하는 직무만족의 차원과 그 영향요인: 차별인식과 일-가정양립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61

의 문제로(Porter & Steers, 1973: 152), 직무를 통해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 간의 괴리가 클수록 직무만족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인지된 차별이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정체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다. 사회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이해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자아개념”으로(Tajfel, 1978: 63), 성이나 인종은 사회정체성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성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다른 집단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속

한 집단의 지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제공된 ‘자원부족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

적 소수집단 구성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개연성이 높고 이는 차별인식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차별인식이 커지면 조직으로부터 ‘정당한’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보상의 형평성이 도전을 받는다(Admas, 1963; Garcia-Izquierdo, et al., 

2012). 형평성에 도전을 받아 차별을 느끼게 되면 조직구성원 몇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하나가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집단이 조직문화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직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투입(시간, 노력, 열정, 관심 등)의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직무와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고, 이는 직무만족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조직에서 여성이 느끼는 직무만족은 절대적인 보상만이 아

니라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보상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임금의 경우, 

자신이 받는 절대적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남성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임금이 부당하다

고 느낄 경우(즉 차별을 느낄 경우), 직무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승진이

나 보직 등 조직에서 제공되는 보상을 남성과 비교하고, 보상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직무

만족이 악화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2) 일-가정 양립지원과 직무만족 

여성의 직무만족에 일-가정 양립 이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은 성

별과 무관하게 기혼노동자에게 공통된 현실이지만 그 정도를 고려하면 여성에게 더 중요

한 현실적 문제임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띤다(Mrtinengo 

et al., 2010; Maunoa, et al. 2012).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의 직무만족을 논의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가정 양립지원이 여성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력은 ‘인지된 조직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iveness: POS)차원에서 설명된다. 인지된 조직지원이란 조직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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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현실적 요구에 얼마나 반응하고 관심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것

으로(Maunoa, et al. 2012), 인지된 조직지원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이다. 그 중 일-가정 양립지원은 여성구성원에게 보여주는 조직지원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조직이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경우, 여성은 일과 가정 중 하나

를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사이의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높

아지고 이는 삶의 만족은 물론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에서의 다중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각 영역으로부터의 역할기대를 충족

하는데 필요한 시간, 열정, 에너지 등 희소자원은 고갈된다(Edwards & Rothbard, 2000). 

제한된 자원을 일 영역에 투입하면 가정영역에 투입할 자원이 고갈되고 반대로 가정영역

에 자원을 투입할 경우 일 영역에 투입할 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

에서 조직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두 영역사이에서 겪게 되는 제로섬의 

갈등이 완화되고, 이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

성구성원은 일-가정 사이의 상충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양자 간의 갈등상황은 직무에 전

념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갈등은 직무만족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일-가정 간 관계는 갈등에 따른 부정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가정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능력이나 에너지, 열정이 오히려 강화되는 긍정적인 관계(일-가

정 촉진)도 존재한다. 따라서 조직에서 일-가정 간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소극

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가정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

과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Voydanoff, 2001). 이처럼 조직의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이 두 영역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Hass & 

Hwang, 2007; Mauno, et al, 2012; 장지연 외, 2005; 홍승아 외, 2008). 

한 가지 제기되는 의문은 일-가정양립 지원이 미혼여성의 직무만족에도 작용할 것인가

이다. 현실적 필요성에서 보면 미혼여성보다는 기혼여성에게 그 영향력이 현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직의 지원이 미혼여성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으

로 작용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일종의 긍정적 ‘신호효과’(signal effect)를 갖기 

때문이다(Semykina & Linz, 2013: 592). 조직의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지원은 미혼여성에

게도 높은 수준의 인지된 조직지원으로서의 ‘신호’로 기능한다. 미혼의 여성이 비록 일-

가정 양립 지원의 현재적 수혜자는 아니지만 미래의 잠재적 수혜자로서 자신이 속한 조

직이 구성원들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

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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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한다. 이는 당연히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높인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의 지원은 현재적 수혜자인 기혼여성

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혜자인 미혼여성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조직요인과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조직요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임금수준은 직무만

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직무만족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 간의 기

대충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Porter & Steers, 1973),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함

께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Sloane & Williams, 2000). 임금은 직무에 대한 대표적인 외적보

상으로 임금이 높다는 것은 직무에 대한 자신의 노력(투입)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

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금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서 주

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 첫째, 실제임금의 영향력에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둘째, 실제임

금수준(객관적 보상)과 임금차별(주관적 인식)의 영향력이다. 두 번째 이슈는 남성과 비교

한 임금차별 부분에서 후술하고, 여기서는 첫 번째 이슈에 주목한다. 임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 성별차이가 있다는 일부 논의에 따르면(Sousa-Poza & Sousa-Poza, 2000; 

최병우, 2004), 남성은 임금이나 직업안정성과 같은 소위 경성의 요소(hard factor)가 강하

게 작용하는데 반해, 여성의 직무만족은 임금보다는 ‘관계’와 같은 연성의 요소(soft 

factor)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임금의 영향력이 약하

거나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여성의 직무만족에 임금의 영향력이 작다

는 논리는 남성이 일차적 부양자로서 임금에 민감하고 이차적 부양자인 여성은 임금에 

덜 민감하다는 남성부양자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여성의 직무만족과 임금과의 

관계는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Mandel & Semyonov, 2005; 조순경, 

2000; 이동선*원숙연, 2013). 이처럼 혼재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여성의 직무만족에 

실제 임금수준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힘으로써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사부문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노동지위 

그리고 조직규모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사한 방향에서 논의된다. 조직유형의 

경우, 공공부문에 고용된 여성이 사부문에 고용된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 일

반적이다 (정광호*김태일, 2003). 법이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준의 준수가 엄격한 공공부문

은 ‘여성에게 유리한 생태계’로 평가된다. 채용 및 승진과정이 투명하고 비교적 예측가능

하다(연공서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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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게 

중요한 이슈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전향적이고 선제적이라는 점에서(황정미･
김순영, 2006; 원숙연 ⁃이동선, 2012), 공공부문 여성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는 예측은 어렵지 않다. 

한편, 노동지위에서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 여성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은 서구

도 비슷하다(Booth and Van Ours, 2008; Long, 2005; Berger, 2013). 고용안정성이 보장되

지 않고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 노동조건이 정규직과 비교해 열악한 비정규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으리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은 실제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만족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극명하고(전수연, 2014),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자신이 정규직을 가졌다는 

것에서 비교우위가 느껴지고, 이러한 비교우위의식은 직무만족수준을 올리는 ‘플러스알

파’가 되기 때문이다. 

조직규모가 클수록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조직구성원이 많은 경우, 일반

적으로 여성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여성에 대한 이해 및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가시성이 높아 노동조건이나 근로기

준 등 법적규제에 대한 순응압력이 높다. 만일 대기업처럼 가시성이 높은 조직에서 노동

시간, 노동 강도 및 임금수준 등 근로기준이나 조건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훨씬 쉽게 

적발이 되고 그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

조건이나 기준에 대한 준수정도가 낮고 법적단속이 덜 미치는 일종의 회색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느끼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와 함께 (기혼)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비율이 조직규모가 클수록 높고 

실제 활용 역시 규모가 클수록 더 활발하고 이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Ⅲ. 실증연구 

1. 자료의 특성 

이상의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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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측정하지 않고, 일상의 직무를 구성하는 각 차원

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성된 각 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직무만족에 대

한 기존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조직적 요인과 함께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인지된 차

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최신의 한국여성가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

다. 한국여성가정패널조사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진 

대표성을 가진 조사이다. 이 조사는 한국여성의 현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노동, 

가정, 복지, 건강), 이를 통해 여성현실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해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http://klowf.kwdi.re.kr/intro.do?method=goIntro). 이 중 

여성이 인지하는 직무만족과 각 차원에 따라 작용하는 영향요인의 차별성을 밝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표본

은 총 2,310명으로,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종표본의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나이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471(16.1)
556(24.1)
789(34.2)
594(25.7)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1278(55.3)
398(17.2)
555(24)
78(3.4)

혼인 
미혼
기혼

499(21.6)
1811(78.4)

노동
지위

비정규직
정규직

1323(57.3)
987(42.7)

조직
규모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1579(68.4)
459(19.9)
131(5.7)
138(6.0)

임금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671(29.1)
1178(51.1)
293(12.7)
164(7.1)

조직
유형 

민간

공공

1703(75.3)

558(24.7)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과 인지된 차별의 정의와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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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구분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및 구성차원 측정도구(문항)

직무
만족

직무자체 및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 따른 긍정적
인 감정상태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기
대의 충족정도 

- 업무의 발전가능성, 안정 성, 근
무조건 및 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구 성

현재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만족한다 

현재하고 있는 일의 고용안정성에 만족한다 
안정성 

현재하고 있는 일의 근로환경에 만족하다 

현재하고 있는 일의 임금수준에 만족한다 

인지된 
차별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
유로 다른 집단구성원과 
다르게 또는 부당하게 대
우받는다는 주관적 인식

- 직장에서 다수집단인 남성 과 소
수집단인 여성에게 직무와 관련
된 희소자원( 기회)이 다르게 배
분되는 정도

- 업무(보직), 승진, 임금 및 교육연
수 기회로 구성 

우리직장은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
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있거나, 관례적으
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직장은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
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우리직장은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
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우리직장은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
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여성가정패널조사에서 직무만족은 ‘여성과 일’ 항목으로 분류되어 자신이 수행하는 직

무 및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여성이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구체적인 요소인 직무의 발전가능성, 안정

성, 근로조건 및 임금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구성하였다. 한편, 인지된 차별은 선발,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자원의 배분이 성별에 기반하여 다르게 이루어지는 정도로 규정

하여 직장 내 ‘성차별 인식’항목으로 Likert 4점척도로 측정하였다. 

3. 개념적 분석틀: 종합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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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적 분석틀

Ⅳ. 실증결과 및 논의 

1. 직무만족과 차별인식의 정도 

먼저, 여성근로자가 느끼는 각 차원별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2,310명의 여성근로자가 느끼는 직무만족은 근로조건, 발전가능

성, 임금 그리고 안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차원에 따른 상대

적인 차이는 실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고, 각각의 차원이 갖는 구체성 또는 실체성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게 나타난 임금은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의 임금수준(남성임금의 60%)이라는 현실적 반영이다. 이와 함께 임금은 여성근로자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량화가능성도 높아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역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비슷한 맥락

에서 안정성 차원의 만족도 역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대부분이 고용안정성

이 낮은 비정규직에 고용되어 있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

한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전반적인 근로조건이나 발전가능성은 추상적인 영역으로 계량화가능성도 낮

다. 추상적이고 계량화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 평가에 있어서 다소 관대하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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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만큼 높다. 또한 발전가능성은 미래의 바람(hope)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데, 미래의 

바람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상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임금이

나 후생에 비해 관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2> 직무만족과 차별인식의 양상 

차별인식의 경우, 차별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은 업무(배치)상 차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임금차별과 승진차별이 따르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교육/연수차

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차이는, 전술한 직무만족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력관리에 있어서 중요성 또는 직접적 영향력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배치(보직), 승진 및 임금은 교육/연수기회에 비해 조직구성원의 현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인지된 차별이란 ‘기대와 현실간의 간극’인데 조직에

서 근로자로서 중요하고 영향력이 많은 영역일수록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기대가 높

을수록 기대가 충족되었다고 느낄 가능성은 역설적이게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차별인식

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교육이나 연수기회에 대한 차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업무배치나 임금, 승진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삶이나 경력성

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을 것이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이나 업무배치영역에서보다는 

그 차이가 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영역별 차별인식의 차이는 실제 차별적 

현실의 반영과 함께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일정부분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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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차원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별성 

이상의 전반적인 현실을 기초로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각 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이 어떻

게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표 3>)을 실시하였다. 

<표 3> 직무만족의 차원별 영향요인 

직무만족(차원) 
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임금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90 　 32.982*** 2.392 　 24.622*** 3.165 　 32.634*** 2.299 　 20.608***

차별인식 

교육차별 .065 .069 1.513 .054 .047 1.095 .020 .019 .402 .050 .043 .884

임금차별 -.027 -.030 -.609 -.054 -.050 -1.075 .029 .029 .577 -.124 -.111 -2.136*

숭진차별 -.012 -.013 -.394 -.064 -.059 -1.842+ -.088 -.090 -2.560* .040 .036 1.005

업무차별 -.091 -.115 -3.443** -.069 -.072 -2.282* -.055 -.062 -1.800⁺ .029 .029 .825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휴가¹ .160 .103 2.612** .281 .149 3.995*** .079 .046 1.129 .086 .045 1.065

육아휴직¹ .127 .075 1.933⁺ .132 .064 1.753+ .106 .056 1.407 .058 .028 .672

직장보육시설¹ -.065 -.035 -1.305 .045 .020 .787 .022 .011 .392 -.018 -.008 -.279

조직특성 

노동지위¹ .185 .145 5.969*** .377 .243 10.581*** .154 .109 4.341*** .026 .017 .646

조직유형¹ .148 .100 4.344*** .127 .071 3.237** .216 .133 5.543*** .099 .054 2.205*

임금수준 .137 .183 6.961*** .158 .175 7.019*** .052 .063 2.316* .250 .272 9.669***

조직규모 -.008 -.010 -.434 .046 .049 2.305* .024 .029 1.229 -.040 -.042 -1.733+

개인특성
(통제변수) 

연령 -.019 -.031 -1.081 -.018 -.024 -.913 -.058 -.085 -2.904** -.006 -.008 -.270

학력 .051 .076 2.944** -.013 -.015 -.636 .084 .112 4.209*** .027 .033 1.195

혼인¹ .142 .090 3.366** .109 .057 2.248* .135 .078 2.793** .185 .095 3.319**

R² .226 .309 .167 .115

F 41.220*** 63.061*** 28.296*** 18.397***

⁺p<.1, *p<.05, **p<.01, ***p<.001 일-가정 양립제도- 제공됨(1), 제공안됨(0), 혼인상태-기혼(1), 미혼(0), 노동
지위-정규(1), 비정규(0), 조직유형-공공(1), 민간(0), 개인, 
조직특성 변수로서 임금은 실제 받는 객관적 임금, 임금만족은 임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그리고 차별인식에서의 
임금차별은 남성과 비교한 부당한 임금차별로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직무만족을 구성하

는 각 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직무의 발전가능성 차원은 임금(+), 

노동지위(정규직), 조직유형(공공부문), 업무차별(-), 혼인(기혼), 학력(+), 출산휴가(+), 육아

휴직(+)의 순으로 작용하였다. 안정성 차원의 만족에는 노동지위(정규직), 임금(+), 출산휴

가(+), 조직유형(공공무문), 조직규모(클수록), 혼인(기혼), 업무차별(-), 승진차별(-), 육아휴

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에는 조직유형(공공부문), 노동지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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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학력(+), 연령(낮을수록), 혼인(기혼), 승진차별(-), 임금(+), 업무차별(-)순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임금차원의 직무만족에는 임금(+), 혼인(기혼), 조직유형(공직), 임금차별

(-), 조직규모(작을수록) 순으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모형에 따른 설명력은 안정

성 차원의 만족(약 31%), 발전가능성차원의 만족(약 23%), 근로조건(약 18%), 그리고 임

금차원의 만족(약 12%) 모두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차별인식의 영향력 

승진, 임금, 교육 및 업무에 있어서 남성보다 부당하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차별인식

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업무(보직)에 대한 차

별인식이 갖는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녀 간의 업무(보직)가 

구분된 성별업무분리에 따른 차별을 높게 인지할수록 직무의 발전가능성, 안정성 , 근로

조건에 대한 만족을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차별은 직무만족의 직무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차별 역시 모든 직무만

족차원에 부정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임금만족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교육차별은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영향력의 방향은 부정적이지만, 그 영향

력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조직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

감인 차별인식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어떤 측면의 차별인가

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인지

된 차별이란 ‘기대충족’의 문제이다. 그런데 기대는 모든 영역에서 같은 강도로 나타나기 

보다는 조직에서의 활동이나 경력성공에서 중요하고 영향력이 많은 영역일수록 그 기대

가 높아진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면, 본 연구에서 교육차별을 구성하는 훈련 및 연수기

회에 대한 차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능

하다. 제시된 영역 모두에서 차별이 없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여성은 남성과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까지 고려할 여지

가 없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업무배치나 보직은 경력관리 및 성공에서 본질적인 영역이다. 

조직에서 영향력 있는 보직이나 업무의 수행은 향후 승진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승진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차이를 만든다(정광호*김태일, 2005; 전수연, 2014). 이처럼 업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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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보직은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작용하는데 있어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부

정적 영향력이 포괄적인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제는 임금차별이 영향력이다. 남녀 간의 임금차별을 인식할수록 임금측면

의 만족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전술한 

실제 임금수준과 주관적 임금차별인식이 갖는 영향력의 차이이다. 분석결과, 실제 임금수

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은데 반해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

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이다>라는 주관적인 임금차별 인식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임금의 성별차이를 일정부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성인지통계, 2014). 또한, 장시간 노동관행에 따라 남성의 경우 초과수당 등을 수령

할 개연성이 여성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남녀 간 임금의 상대적 차이를 일

정부분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수용한다는 것은 차별인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임금차원을 제외한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

로서 현저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임금의 영향력은 

남성집단과의 비교가 아닌 여성자신의 투입에 대한 조직의 보상인 실제 임금수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하다. 

2)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영향력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직무의 발전가능성 및 안정

성 측면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소

득대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금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직장보육시설의 제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이 단순히 여

성을 위한 ‘혜택’만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임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이 직무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

고 이렇게 고양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및 성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신이 사용여부가 아닌 제공여부를 물었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도 조직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직무에 대한 만족에 

작용한다는 점은 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첫 번째 논제는 출산휴가의 영향력이 육아휴직에 비해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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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안정성 모두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출산휴가는 일-가정 양립프로그램 

중 대표적이고 순응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 영향력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의 경우,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공직에서도 2013년 현재 대상

자 여성의 32%가, 대상자 남성의 1.24%만이 사용할 정도로 그 사용정도가 저조하다(성인

지통계, 2014), 사용에 따른 심리적 제약도 출산휴가 보다 높기 때문에 그 상대적 영향력

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제공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영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

육시설 제공조건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

는 사업장’으로(영유아보육법), 실제 제공하는 예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직장어린이

집 설치 의무를 기관 1204개 소 중 약 75% 가 민간기업 251 또 하나 직장보육시설의 제

공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직장어린이집의 제공이 갖는 효과를 폄하하

려는 뜻은 없지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기

에 아이를 엄마와 가까운 곳에 믿고 맡김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이에 따른 업무에는 전념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이혜원, 2013; 송행란 , 박정희, 2014), 보다 다양한 대안

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이 직장과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오히려 거주지역 근처의 보육시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현

재 보조적 이행수단인 보육수당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조직적 요인의 영향력 

영향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은 조직유

형(공공부문), 임금(높을수록), 그리고 혼인(기혼)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에 고용되

어 있고, 임금이 높으며, 기혼의 여성이 직무의 모든 차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조직유형 중 공공부문에 고용된 여성의 직무만족수준이 사부문에 고용된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은 민간부

문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고 정규직 형태의 채용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등 모

든 영역에서 직무만족이 높지만, 특히 여성에게 특히 유리한 생태계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광호, 김태일, 2003; 허식, 이성원, 2007). 결국, 공공부문의 경우, 법을 만들고 집행하

는 주체로서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한 법규에의 순응정도가 높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여성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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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이나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공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에게 중요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생태계임이 재

확인된 결과이다. 

두 번째, 정규직 여성이 비정규직에 비해 발전가능성, 후생복지, 근로조건 모두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근로조건이나 조건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좋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이해가능하다. 다만 임금만족에 있어서 정규직이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임금의 64%에 머무는 현실에서 보이

듯(성인지통계, 2014),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고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되는 현

상과 무관하지 않다(정광호 김태일, 2003; 허식 *이성원, 2010; 전수연, 2014). 이처럼 전

반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수준이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만족에 대한 유의미

한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연구표본의 약 80%가 월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정규직이라고 해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이러한 경향성 또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처럼 전반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수준은 노동지위에 따

른 주관적인 임금만족을 다르게 느낄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

다. 그런데 임금에 대한 주관적 만족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만족에도 임금수준이 매우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본 연구의 대

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Sousa-Poza & Sousa-Poza, 2000), 실제 

임금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로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여성은 그 영향

력이 약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이차적 부양자로서 임금의 영향력이 일

차적 부양자인 남성에 비해 약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여성에게 있어서도 실제 임금수준이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여성

에게 임금수준이 남성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일종의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를 강화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직무만족에 

‘관계’와 같은 소프트한 요인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과 같은 하드펙터의 영향력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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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 중 관심을 끄는 결과는 기혼여성의 직무만족이 모든 차원에서 

유의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기혼여성의 기대수준과 관련이 있다. 전반

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고 경력단절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혼여성으로서 

노동시장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건이나 환경

에 대한 기대수준이 미혼여성에 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안부

재를 높게 느끼기 때문이다(Long, 2005). 노동시장 구조가 기혼여성의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대체할 다른 직무로 이동하

기 어렵다. 이러한 대안부재는 직무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추고 이는 역설적이게 높은 만

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기대 및 대안부재에 따른 직무만족은 서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loane & Williams, 2000; Long, 2005; Berger, 2013). 또 다른 가능성은 기혼여성은 

가정부양에 따른 경제적 필요성이 더 높다. 맞벌이 가구로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남편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필요가 미혼여성에 비해 더 높고, 이러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직무만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명은 연령의 영향력에도 적용된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조건이 더 좋은 대안의 가능성과 

기대와 현실간의 간극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여성은 노

동조건이나 직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기대가 현실적일수록 직무만

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발전가능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적자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

규직에 고용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고 정규직이 갖는 유리한 근로조건이나 미래의 발전가

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Ⅴ. 결론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양적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성의 역량과 열정을 최

대한 끌어내는 질적인 측면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질적인 측면의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성의 ‘긍정적인 직무경험’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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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는 여성이 느끼는 긍정적인 직무경험 중 만족에 주목하였다. 직무만족은 여

성개인의 열정과 역량 끌어내고 조직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조직생산성에 기여하는 친-조

직행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의 직무만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규명

하고자 하였다. 직무만족에 대한 기존논의가 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직무만

족에 접근한 것과는 달리 직무를 세부적인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및 임금), 각각의 차원에 따른 영향요인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기존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에 더하여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관련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개념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개념적 분석모형의 타당성

을 2,310명의 취업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직무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이 차별적으로 작용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무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금수준, 노동지위, 조직유형 , 

업무차별, 혼인, 학력,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순으로, 안정성은 노동지위, 임금수준, 

출산휴가, 조직유형, 조직규모, 혼인 업무차별, 승진차별,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

조건의 경우, 조직유형, 노동지위, 학력, 연령, 혼인, 승진차별, 임금수준, 업무차별 순으로, 

마지막으로 임금만족은 임금, 혼인, 조직유형, 임금차별, 조직규모 순으로 영향력이 확인

되었다. 특히 의미 있는 결과중 하나는 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게 작용함에도 불구

하고, 임금의 영향력은 모든 영역에 일관되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여성노동에 대

한 고정관념적 편견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정의 생계와는 거리가 있는 ‘자아실현’

과 연결 짓는다. 물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 경험을 하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더 중요한 동인은 경제적 측면이고,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말과 2008년에 경험

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주희, 2009; 민현주･임희정, 2010; 

차유경･원숙연, 2014). 기혼가구의 경우, 맞벌이의 필요성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

다. 이처럼 노동시장 참여는 물론 참여이후 직무만족의 모든 차원에 실제 임금수준이 강

하게 작용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갖는 영향력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노동을 경제적인 요인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

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동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갖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한편, 차별인식과 관련하여, 업무(보직)차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사 및 조

직관리에 주는 함의가 가볍지 않다. 여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인 차별인식은 모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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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이지만 업무(보직)차별이 다른 차별보다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조직에서 여성현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특정업무에 여성이 집중된 수평적 

편중화를 빼 놓을 수 없다. 본 연구 결과는 유리천장으로 표상되는 수직적 편중화보다 

업무(보직)차별인 수평적 편중화가 직무만족에 더 부정적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승진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에 배치되고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향후 승진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보직)배치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남성과 비교하여 업무 및 보직에서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는

다는 여성의 인식이 직무의 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모두에서 만족을 저하시킨다면 

여성개인의 손실만이 아니라 조직으로서도 손실일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주로 현상유지

나 보조적인-소위 여성적 일?- 업무만을 맡기거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보다는 특정

의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게 한다면 도전적인 업무를 통한 인적자본을 축적이 가능하지 

않다. 여성이 수적으로 적을 경우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있지만,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통한 인적자본축적이 안된다면 그것은 조직생산성에 상

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은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여성적 업무와 

남성적 업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성 관리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아 할 것이다. 사실 업적주의(meritocracy)의 압력과 이에 따른 역차별의 문

제, 남성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승진을 대상으로 남녀 간 다양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

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업무나 보직배치는 인식전환을 통해 보다 전향적으로 실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승진은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업무나 보직배치

는 모든 여성구성원에게 해당이 된다. 무엇보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업무경험을 통해 인

적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여성의 승진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특히 

업무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한 팀으로 만들어 함께 처리하게 하는 경우, 

접촉가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호이해에 따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완화되는 효과도 함

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문의 여성의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해주었

다. 이는 이론적 논의를 강하게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러한 결과가 여성을 공공부문에(만) 집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이다. 서구도 공공부문이 여성노동에 유리한 분야임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스웨덴도 여성이 공공부문에 편중됨으

로써 공공분야가 여성만의 영역이 되는 여성게토(ghetto)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Andersson-Skog, 2007; Ellingsæter, 2013). 결국, 공공부문이 여성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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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다고 해서 공공부문에 여성을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사기업부문을 여성의 직무만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인 강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중 가정

친화인증사업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http://ffm.mogef.go.kr/main/main.do). 

일견 가정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지원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꾼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정친화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경

우,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만의 영역이 아닌 남녀모두의 영역이라는 것이 ‘일상의 관

행’(everyday practice)(Maunoa, et al. 2012;124)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

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넘어서 남녀 간의 차별인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1) 먼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탐색적 한계가 있다. 기존논

의에서 주로 다루는 조직적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넘어서 차별인식과 일-가정양립 지원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면서도 동시에 탐색적 한계를 더하는 요

소이기도 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자료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이차자료라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기존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차자료의 경우, 조사설계 과정

이나 측정도구의 선택 및 정련과정에 본 연구의 목표나 연구자의 의도가 관여될 수 없다

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여성가정패널조사에서 

직무만족과 인지된 차별이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더한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 및 차별인식을 포함한 사회현상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단일의 문항으로 구성할 경우, 현상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불완전대표성

(imperfect representation)의 문제를 내포한다(Law and Chi-Sum, Wong, 1999:144). 이처럼 

다차원적 현상을 단일문항으로 측정할 경우, 그 현상의 일부만을 보여주면서 전체로 확

대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

의 대표성있는 표본(2310)을 개인연구자가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불가피성을 인

정하더라도, 본 연구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우

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부합하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정련을 위한 집합적인 노력의 필

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과 같이 새로

운 변수의 영향력이 갖는 설명력과 오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교정되길 기대한다. 

1) 연구의 한계는 심사자 중 한분의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특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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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A Focu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rk-Family Support 

Sook-Yeon Won 

This study is examines the antecedents of job satisfac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daily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for work-family accommodation in organizations. In so 

doing, this study divides the construct of job satisfaction into four sub-dimensions: 

satisfaction with potential, job security, general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as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mainly focus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main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in organizations. 

Empirical data is drawn from 2,301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oncerning the 

findings,  the variables of wage level, working status, working sectors, discrimination of job 

per se, marital status, education,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have significant impact 

regarding satisfaction with job potentials. Then, working status, wage level, maternity leave, 

organization size and type , marital status, job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influence 

satisfaction with job security. For satisfaction with wages, the wage level, marital status, 

organizational type, and wage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Keywords: Job Satisfaction, Working Mothers, Perceived Discrimination, work-family 

accommodati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