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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여성 개인의 삶의 질,국가 잠재 성장력 제고,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은,결혼,임신 출산,육아로 인해 30 여

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40 에 재진입하는,M자형 구조를

보인다.이는 OECD국가들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남아있는 구조

로,한국 여성의 조한 경제활동참여율과 연 이 깊다.이에 최근 각 기

업들이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하는 특채를

시행하는 등,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공 에 한 여러 이슈 결혼,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단 을 겪은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을 맞추

어,이들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검토하 다.특히 기

혼여성의 노동공 에 한 표 이론인 가계생산이론의 토 에서,

선행연구 이론에서 미비하게 다룬 요인들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지,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이를 통해 경력단 여

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시

사 을 얻고자 하 다.여기에 더해 재취업을 한 후 취업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 한 요하나,선행연구들에서는 재취업이 일회 사건에 그

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검토가 미비했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해서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분석을 해서 가계생산이론 등 노동 공 련이론,선행연구,각종

신문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진

행하 다. 재 공개되어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

(KLoWF)3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조작 정의를 통해 분류 가공해 분

석한 결과,경력단 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지속여부에 통계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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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가계

생산이론과 련된 것으로 가구소득,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남편의 가사

노동 도움에 한 만족도,본인의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가사도우미

를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아내가 일

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가구소득이 높아지

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약간 감소했으며,남편의 가사노동

에 해 만족할수록 재취업할 확률이 증가했다. 한 본인의 가사노동에

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여성은 유보임 이 높아,재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배우자의 일자리 요인은 측과 달리,배우자 일

자리가 없을 경우 오히려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낮았다.배우

자의 일자리 유무는 가구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실망실업효과,학력에 따

른 취약노동시장 등 여러 상황에 복합 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는 정 일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확률뿐만 아니라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언론에 공개된,재취업을 하기 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가장 요하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남편의 가사나 육아에 있어서의 도움에 더해,여성의 사회활

동에 한 남편의 이해와 정서 지지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필요

한 남편의 도움이라는 것을 보여 다.

그 외에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는 시장임 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가계생산이론 일반

노동공 이론의 측과 같은 결과이다.이 논문에서 밝힌 여러 향요인

들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재취업 지속을 한 정책 수립에 다양한

시사 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경력단 여성,재취업,재취업 지속, 향요인,가계생산이론

학번:201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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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목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것

이다.경력단 여성들 재취업을 한 그룹과 재취업을 하지 못한 그

룹을 상으로,재취업을 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이에 더해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 여성들을 상으로 재취업

상태가 단 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가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50년 인 1963년 37%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7월 기 51.3%로 크게 증가했다.1)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 히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OECD에 의

하면,2012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83.3%에 비해 28.1%p나 낮았다.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멕시코,터키,남아 리카 공

화국 4개국에 불과했다.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

율 차이가 22.4%p로 나타났는데,이는 OECD평균 17.4%p보다 높다.2)

더구나 2009년 이후 여성의 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해,

2012년에도 여성의 학진학률이 74.3%로,남성의 68.6%보다 높았을

정도로 여성의 교육수 이 높음을 감안하면,3)우리 사회가 여성의 교

육에 들어간 비용을 제 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러한 상은 여성들이 결혼,임신,출산,육아를 겪으며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데에서 가장 크게 기인한다.실제로 2013년 7월 기 ,사

1)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OECD,OECD EmploymentOutlook2013,OECDpublishing,2013.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en)

3)통계청,여성가족부,「2013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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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년생에 해당하는 연령 인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4%로,같은 연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6.2%와 비슷한 수 을

보인다.그러나 남성의 경우 30 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해,

50 반까지 90% 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여성은 30 가 되며 경

제활동참가율이 50% 로 크게 하락한다.4)즉,여성의 경력단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은 여성 개인의 삶의 질 측면과,잠재 성장

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측면 모두에서 요하다.서울시여성능력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경력이 단 된 여성의 약 67.4%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다. 한 조사 상자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사

회참여와 자아실 에 한 욕구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나,여성의

재취업이 여성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역할을 함을 보여 다.5)한 기업

에서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 50.64%의

재취업 도 동기가 자아실 이었다. 한 재취업 후 가장 갖고 싶은

것 1 는 ‘새로운 인간 계’가 차지해,여성 재취업이 단순히 경제

이유나 육아 등의 실에 한 도피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6)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충족,안정 노

동력 공 확보,노동시장 사회 반에서의 여성의 상 지 향

상에 도움을 수 있다.7)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

우 우리경제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2012년을 기 으로 육

아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인구 약 417만 명이 모

두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여성의 근로소득 총액이 60.2조원 증가할

4)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5)이데일리,「“일을 그만둔 여성 열에 일곱은 우울감 느껴요”」,2013.5.2.

6)한국경제,「경력단 여성 73% “다시 돌아가면 직장 그만두지 않겠다”」,

2013.7.25.

7)구명숙․홍상욱,「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한 사례연구: 업주부 재취

업훈련 참가자를 심으로」,『한국가정 리학회지』,제 23권 제 3호,한국가

정 리학회,2005,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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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8)OECD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장래 GDP증가율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203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2010년과

같게 유지될 경우,향후 약 20여 년간의 평균 GDP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이나,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없어진다면,평균

GDP증가율이 3.7%로 약 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9)이

에 더해 최근에는 소기업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한 잠재인력으로

서, 조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 여성을 극 으로

활용함으로써 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10)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문제는 경제성장 차원에서도 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 문제

와도 연 이 있다.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의 잠재소득과 경력단

이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커질수록,경력단 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

인이 강해져, 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11)여성이 사회활

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Namkee

Ahn․PedroMira에 의하면,선진국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는 여성

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이 양의 계로 환되었다고 한다.12)따

라서 개인․사회․국가 수 모두의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요하며,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인 경

력단 상을 해소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8)이혜림,「여성 경력단 에 따른 소득손실 크다」,『LG BusinessInsight』,

LG경제연구원,2013.5.29.,pp.25-29.

9)OECD,ClosingtheGenderGap:ActNow,OECDPublishing,2012,p.59.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10)손승헌․이 민,「고학력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한 소기업 인 자

원개발 담당자의 인식분석」,『인 자원 리연구』,제 16권 제 4호,한국인

자원 리학회,2009,p.122.

11)이혜림, 의 .

12)NamkeeAhn․PedroMira,“A noteonthechangingrelationshipbetween

fertilityandfemaleemploymentratesindevelopedcountries”,Journalof

PopulationEconomics,Vol.15,No.4,2002,pp.66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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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그 에서

도 한국사회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해

심을 가지고,이들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그 과정에서 이론 배경이 되는 가계생산이론에서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

업에도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

토하고,경력단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련해서 선행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그 외에 경력단 여

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 역시 요하나,선행연구에서는

이에 한 검토가 부족하므로,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에 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한 탐색결과를 바탕으로 어

떻게 해야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률을 높이고,더 나아가 여성인력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상 방법

본 연구는 ‘경력단 여성’에 을 맞추어,이들의 재취업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의 상으로 삼는다.여기서 ‘경력단 여성’의

정의는 다양할 수 있다.먼 2010년부터 시행된「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은,“경력단 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

성원의 돌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단하 거나 경제활동을 한

이 없는 여성 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경력단

여성을 정의하고 있다.13)이에 비해 김 미에 의하면,여성의 경력단

은 부분 결혼이후 육아와 련된 성역할을 심으로 논의되고 있

으며,따라서 “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하 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노동시

13)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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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복귀함에 따라 기혼여성이 경력개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정기

간 동안의 단 상태를 ‘경력단 ’이라고”정의하는 것이 하다고

한다.14)이때 「경력단 여성등의 경제활동 진법」에서 경제활동을

한 이 없는 여성은 ‘여성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한정할 경우,잠재 으로 취업

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실망 실 장벽으로 인해 각

종 조사에서는 취업 희망자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 여성을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구성원

돌 과 가사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한 여성’으로 정의하고,이들

의 재취업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

(KoreanLongitudinalSurveyofWomen& Families:KLoWF)’에서

‘경력단 여성’에 해당하는 여성들만을 추출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경력단 상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

펴보고,여성의 노동공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이

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이후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각

요인이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한 추가 으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결

과를 정리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연

구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4)김 미,「경력단 여성의 고용구조와 확 를 한 젠더 거버 스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로그램을 심으로-」,『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회』,

2011년 호,한국행정학회,2011,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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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 검토

제 1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

한국 여성 노동시장은 형 인 M자형 구조를 띤다.즉, 학 졸업

과 함께 20 후반에 높아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30 에 들어

서면서 결혼,가사,임신,출산,육아와 같은 이유로 격히 낮아졌다

가,육아 부담이 감소하는 40 에 약간 상승하고,이후 50 에 다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경력단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는 남성

의 경우 본격 으로 졸 남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시작하는 20 후

반부터 에 띄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여,30 후반과 40

반에 정 을 은 후 하락하는 역 U자형 구조를 띠는 것과는 상반된

다.물론 재호․윤자 의 연구에 의하면,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외환 기

이 에 비해 M자형 구조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남녀 간 고용

률 격차도 완만하지만 꾸 히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여 히 M자형

구조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15)다음 <표 1>,<표 2>와 <그림 1>,

<그림 2>는 우리나라 남녀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보여 다.16)

연령(세)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 9.1 53.5 71.6 56.4 55.5 64.3

연령(세) 45-49 50-54 55-59 60-64 65이상

% 67.7 62.5 54.8 43.9 23.0

<표 1:2012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15) 재호․윤자 ,『외환 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한국

노동연구원,2011,pp.12-14.

16)<표 1>,<표 2>,<그림 1>,<그림2>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구

직기간 4주 기 자료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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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세)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 6.3 43.3 76.5 92.1 94.5 94.3

연령(세) 45-49 50-54 55-59 60-64 65이상

% 93.0 91.4 84.7 72.3 41.6

<표 2:2012년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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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2년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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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한 번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지 않는 L자형 구조를 보인다.고학력 여성들은 상

으로 가구소득이 높기 때문에 유보임 이 높다. 한 재취업 시에

는 이 과 같은 정도의 양질의 직장에 취업이 어렵기에,이들은 노동

시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이는 사회 으로 교육의 투자효과가

제 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비효율 인 상황이 발생함을 뜻한다.17)

M자 패턴은 OECD국가 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난다.선

진국에서도 1960년 ～1970년 까지는 M자 패턴이 찰되었으나,19

80년 이후 부분 사라졌다고 한다.오늘날 미국, 국, 랑스,독

일 등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같은 역 U자 구

조를 띤다.18)이는 <그림 3>에서 확인 가능하다.19)이처럼 특징 인

경력단 상은,우리사회의 결혼제도 성역할 분담구조가 만들어

낸 여성노동시장의 왜곡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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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그림 3:2012년 OECD주요국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7) 최강식․정진화,「여성의 노동시장경력 단 상과 책」,『산업 계연

구』,제 7권,한국노사 계학회,1997,p.382.

18)한 옥,「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한 고찰」,KERIColumn,2012.2.6.

19)<그림 3>은 “OECD.StatExtracts(http://stats.oecd.org)”의 자료를 정리하

다.(미국과 독일의 경우 2012년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락되었다.)

20)김 미,앞의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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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론 배경

1.가계생산이론(theoryofhouseholdproduction)개

일반 으로 노동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노동 공 자의 시간은

여가와 노동에 배분된다.그러나 아직 통 성 역할이 사라지지

않은 사회에서 기혼여성은,여가와 시장에서의 노동 외에도 가사노

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이러한 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맞벌이 부부

여도 가정 리 가족보살피기에 남성은 하루 평균 37분을,여성은

3시간 20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따라서 기혼여성

의 노동공 에 해서는 일반론과는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

Mincer는 기혼여성의 노동공 은 여가에 한 수요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기혼여성은 여가,집에서의 일,시장에서의 일을 고

려해 노동공 을 선택한다. 한 Mincer는 기혼여성의 노동공 은

본인의 임 뿐만 아니라 가구 체, 는 남편의 소득에 향을 받

는다고 하 다.22)23)Becker는 가구는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재

를 생산하는 생산자이기도 하다는 을 강조하며,기혼여성은 이를

염두에 두고 효용을 극 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 다.24)Becker의

논리에 따르면,기혼여성은 가정재 생산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소

득증가로 체 가능한 경우.가정재 생산보다는 노동공 을 선택하

21)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2) ∙  (:시장 노동공 ,:여가와 가정재 생산이 없는 경

우 잠재 인 구 수 의 가구소득. 는 남편의 소득,:기혼여성의 시장

임 ,:기타요인)

23)JacobMincer,“LaborForceParticipationofMarredWomen:A Studyof

LaborSupply”,AspectsofLaborEconomics,PrincetonUniversityPress,

1962,pp.63-106.

24)GrayS.Becker,“A TheoryoftheAllocationofTime”,TheEconomic

Journal,Vol.75,No.299,RoyalEconomicSociety,1965,pp.4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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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이처럼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있어서 가정재를 생산하는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하는 이론을 가계생산이론(theoryofhousehold

production)이라고 한다.

물론 이 에도 경제 특성,가구 특성,개인 특성의 차원에서

연령,가구규모,소득,자녀 배우자 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회

귀분석과 같은 통계 기법을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25)그러나 가정을

생산의 공간으로도 악하는 가계생산이론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가계생산이론(theoryofhouseholdproduction)의 이해26)

가계생산이론은 가계를 상품소비결정만 내리는 피동 역할을 행

하는 경제주체로 악하지 않고,자신의 시간과 시장구입상품을 결

합하여,가계구성원의 효용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는 ‘가정재

(homegoods)’를 생산하는 주체로 악한다.기혼여성은 자신의 총

시간을 배분할 때,가사노동시간을 반 하며,가사노동을 이용해 가

정재를 생산한다.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남성은 시장노동만을 행

하며,가사노동은 여성의 유물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극단 인

가정이기는 하지만,아직 여성이 주로 가사를 담당하는 실을 고려

할 때,가계생산이론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이론이

라 할 수 있다.이때 기혼여성의 산제약식은 다음의 항목에 한

고려를 통해 도출된다.

25)ThomasA.Mahoney,“FactorsDeterminingtheLabor-ForceParticipation

ofMarriedWomen”,IndustrialandLaborRelationsReview,Vol.14,No.

4,1961,pp.563-577.

26)이하 논의는 ‘조우 ,『노동경제학』,법문사,1998,pp.160-168.’을 반

으로 참고해 요약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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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산선:남성 심사회에서 여성이 시장노동보다 가

사노동을 우선 으로 행한다는 가정 하에서,여성의 최 생산기회

에 해당한다.

-기혼여성의 시간:

(:총 시간,:가사노동,:시장노동,:여가.여가는 정상

재라고 가정한다.)

-가정재 생산함수:  

(:가사노동으로 생산하는 가정재.가정재의 한계생산은 체감

한다고 가정한다.)

-시장구입 재화량:×

(:시장재,:실질임 .여성은 가격순응자라고 가정한다.이

때,여성은 ∙만큼 노동을 통해 벌어, ∙만큼의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즉,∙∙에서,


을 실질

변수 로 나타내면 식과 같이 정리된다.)

⇒ 이를 종합해 볼 때,기혼여성의 산선은 다음 <그림 1>의

TBC곡선으로 표 된다.기혼여성 역시 다른 경제주체들과 마찬

가지로,자신의 효용이 극 화되는 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이러한 효용극 화 문제를 통해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을 알 수

있다.분석의 편의를 해 일반 인 원 에 오목한 효용함수를 가

정할 때,효용이 극 화 되는 은 산선 TBC와 무차별곡선 U

가 만나는 E 이 된다.효용극 화 에서 기혼여성은 총 BH만큼

의 가정재를 생산하며,시장노동에 의해 B와 E의 수직 높

이 차이만큼의 시장재를 가계에 제공한다.이때 기혼여성은 HT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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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고,LH만큼 시장에서 임 을 받으며

노동하며,OL만큼 여가를 즐긴다.

재화(GorZ)

시간O

기울기 w(=W/P)27)
C

B

T



U
E

L H

여가(A) 시장노동(L) 가사노동(H)

<그림 4:기혼여성의 효용극 화 선택>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여성 교육의 증가로 인해 여성 인 자본

축 이 이루어지거나,세탁기,청소기,식기세척기 등 가사노동을

약해 수 있는 기술 신이 일어난다면, 곡선이 상방으로 확

장된다.이때 산선은 <그림 2>의 TFG로 변화한다.이러한 가계

생산함수의 변화에 따라,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고,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한다.

27)임 상승이 있을 경우 기혼여성은 체효과에 의해 상 으로 값이 비싸

진 가사노동을 이고 시장노동을 늘릴 유인을 갖는다. 한 여가와의 계에

서도 마찬가지로 상 으로 값이 비싸진 여가를 이고 시장노동을 늘린다.

즉,일반 인 노동자들과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장노동 간 체효

과가 추가로 발생한다.이에 기혼여성의 노동공 은 임 상승에 일반 인 경

우보다 탄력 으로 반응하고,이는 산선의 기울기에 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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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남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나타난다면,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경우에는

TBC곡선의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곡선이 그 로 증가한 소득만큼

상방으로 평행 이동한다.이때의 산선은 <그림 2>의 VHI에 해당

한다.이때는 정상재인 여가소비는 증가하고,가사노동시간은 불변

하며,여가시간이 증가한 만큼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한다.

재화(GorZ)

시간O

C

B

T



U

E

L H

G

F

H

V

I

<그림 5:최 선택의 변화>

3.여성의 경력단 과 가계생산이론 (theory of household

production)28)

가계생산이론에 의한 기혼여성의 효용극 화모형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 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 가능하다. 를 들어 돌 이

28)이하의 내용 한 ‘조우 ,앞의 책.’을 참고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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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어린 자녀는 여성의 육아투입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종 에

생산할 수 있었던 가정재의 양을 감소시킨다.따라서 가계생산이

하되고  곡선이 하방으로 축소되어,기혼여성의 가사노동량은

증가하고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한다.이후 자녀들이 성장하면,가계

생산함수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기혼여성의 시장노동공 은

증가한다.즉,자녀양육 기간 동안 경력단 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조우 이 제시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을 결정하는

요인과도 히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장실질임 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 이는 사회구조와도 연 이 있는데, 학력․블루칼라 직업

심의 사회구조보다 고학력․화이트칼라 직업 심의 사회구조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을 것이다.29)

ⓑ 보상요구임 30)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질 것이다.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즉 소득가구일수록 보상요구임 수

이 낮아,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 것이다.

29)실제로 국가 경제발 수 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간에 U형 계가 존

재함을 밝힌 연구가 있다.이에 의하면,국가 생산 구조가 가내에서 공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여성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되고,교육은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화이트칼라 직군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다.그 결과 여성 노

동공 의 체효과는 커지고 소득효과는 작아져,국가 경제가 일정수 이상

이 되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다가 증가하는 상이 나타난다고

한다.(Claudia Goldin,“The U-shaped Female LaborForce Function in

EconomicDevelopmentand EconomicHistory”,NBER Working Paper

#4707,NBER,1994.)엄 히 말하면 시장실질임 이 직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아니지만,사회구조가 여성이 고임 직군에 근로

할 수 있도록 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간 으

로 연 이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30)보상요구임 이란,경제활동참가에 한 일종의 기회비용으로,기회비용이

높다면,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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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상요구임 수 이 높아져,기혼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을 것이다.

-소비표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비수 을 주 사람들과 맞추

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여성의 시장참여에 한 선호도가 높아

지고,보상요구임 수 이 낮아진다.이는 과거에 비해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상을 설명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의 미비가 보상요구임 수 을 높여,

30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 가사노동시간을 여 수 있는 기술 신이 일어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질 것이다.

-세탁기,식기세척기,청소기 등의 발달과 기성복 제품 등의 증

가가 이러한 기술에 해당한다.

-도시화로 인해 가정재를 생산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

고,수다 떨기와 같은 시간 집약 여가활동보다는 공연 람 등

재화 집약 여가활동을 하게 되며,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다.

ⓓ 기타 트타임 고용시장의 미발달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을 낮춘다.

제 3 선행연구검토

1.선행연구의 정리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 확보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측

면에서 시되면서,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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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선행연구는 크게 노동시장에

한 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개별 행 주체 차원에서의 연

구,교육훈련 등의 요인에 을 맞춘 연구로 나 수 있다.

노동시장에 한 경제학 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우선 여성의 효용극 화 모형에 기반을 둔

연구가 있다.Barrow31)는 미국의 첫 아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

한 여성에 을 맞춰,경제학 효용극 화 모델의 설명력을 검증

하 다.이에 의하면 임 이 높을수록,가정의 기타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복귀했다. 한 여성의 산제약식에는

아이를 돌보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므로,이 요소에 해 검증한 결

과,돌 비용이 낮을 경우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정 인

향을 주었다.이 외에 여성의 교육수 과 롤 모델 유무도 통계

으로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

Connelly32)도 유사하게 효용극 화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검토하고 있다.여성의 효용함수

에는 자녀의 질이 포함되며,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가

여성의 자녀 돌 비용을 높여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서병선․임찬 33)은 한국노동패 을 통해 가계생산모형에서 설명

하는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해 실증연구를 진행하 다.그 결과

취학 이 자녀수가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

만,내생성으로 그 효과가 과 측정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 노동공 의 임 탄력성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타 총 가구소

31)Lisa Barrow,“An analysis ofwomen's return to 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birth”,EconomicInquiry,Volume37,issue3,Western

EconomicAssociationInternational(WEAI),1999,pp.432-451.

32)RachelConnelly,“Theeffectofchildcarecostsonmarriedwomen's

laborforceparticipation”,The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Vol.74,

No.1,TheMITPress,1992,pp.83-90.

33)서병선․임찬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 」,『국제경제연구』,제

10권 제 1호,한국국제경제학회,2004,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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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다는 것을 밝 ,모형이 실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체의 수요와 공 이라는 틀 하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다.정성미34)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 ․수요․제도 요소로 나 어 분석하 다.공 요소는

여성의 인 특성으로 연령, 유아기 자녀유무,혼인상태,가구주 여

부 등에 해당한다.수요요소는 이 직장임 ,이 직장 사업체 규모

등 기업과 련된 요소들이 재취업에 향을 미쳤다.그러나 제도

특성인 사회보험 수 여부는 재취업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인원․강인성․조인숙35)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 이라는

틀 하에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을 바라보되,기존 연구가 주로 노

동 공 자인 여성에게만 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지 하 다.경

력단 여성의 재취업에는 수요자인 기업의 역할 한 크고,Job

miss-matching을 해소하기 해서는 이 둘을 모두 살펴 야 한다

는 에서 기업 측면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이들은 경력

단 여성 에서도 고학력 여성에 을 맞추었다.36)연구결과,수

요측면인 재정요소와 련해 인턴쉽 제도,고용 장려 ,훈련시설

확충/지원 등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정 향을 주었다.

한 공 자인 여성 인력개발 측면에서 고용정보 제공,교육훈련제도

34)정성미,「여성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한 분석」,『노동리뷰』,2006

년 3월호,한국노동연구원,2006,pp.39-50.

35)이인원․강인성․조연숙,「서울시 기업체에 있어서 고학력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방안 지원정책에 한 연구」,『국가정책연구』,제 26권 제 1호,

앙 학교 국가정책연구소,2012,pp.127-154.

36)최강식․정진화는 고학력 여성을 졸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최근 당․

정․청 의회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2017년까지는 국

으로 확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맥락을 보았을 때,우리 사회에서 고등

학교까지는 필수교육,그 이상은 선택교육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이인원 외

2인과 같이 선택교육에 해당하는 문 졸 이상 학력을 고학력으로 보는 것

이 하다고 생각된다.(동아일보,「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작,2017

년 면 실시”」,2013.7.31.,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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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인 향을 주었다.그러나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는 자본

,매출액,인건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개별 행 주체 차원에서의 연구는 여성 개인의 인 특성 사회

특성과,연 제도 정책에 집 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Greenstein37)은 기존의 가계생산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개인 차

원과 사회심리학 변수를 놓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그는 인

자본 변수들(이 직장 경험,교육수 ,소득) 결혼과 출생의 시

간과 련된 변수들(첫 결혼 연령,첫 출산연령)이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향을 미침을 통계 방법을 통해 검증했다.

Arun외 2인38)은 호주 Queensland지역의 경력단 여성이 노동시

장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해 검토하고 있다.이들에 의하면 35

세 이하 여성 ,경력단 기간이 길수록,경력단 이 자녀와 련

이 되어 있을수록,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 25세 미만 여성과 교육수 이 높은 여성은 복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교육수 요인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L-Curve 상을 보이는 국내 사례와는 다른 결과이다.물론 이에

해서는 국내 연구 에서도 졸여성보다는 고졸여성의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다는 연구결과39)도 있다.

이 외에 Desai와 Waite40)는 특정 직업의 성비가 자녀가 있는 여

37)TheodoreGreenstein,“Humancapital,maritalandbirthtiming,andthe

postnatallaborforceparticipationofmarriedwomen”,JournalofFamily

Issues,Vol.10,No.3,UniversityofFlorida,1989,pp.359-382.

38)ShobaV.Arun․Thankom G,Arun․VaniK.Borooah,“Theeffectof

careerbreaksontheworkinglivesofwomen”,FeministEconomics,Vol.

10,No.1,theInternationalAssociationforFeministEconomics(IAFFE),

2004,pp.65-84.

39)김 옥,『여성취업력의 동태 인 변화분석』,한국여성개발원,1999.

40)SonaldeDesai․LindaJ.Waite,“Women'semploymentduring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American SociologicalReview,Vol.56,No.4,American

SociologicalAssociation,1991,pp.5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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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취업에 별 향을 주지 않음을 밝혔고,장기 인 고용의 선호

한 여성의 취업에 향이 있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김주 41)과 박효진․은선경42)이 같은 자료(1～2차 여

성가족패 )를 이용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았다.김주 의 경우 향요인을 배우자속성,본인속성,

자녀요인,자산요인,사회 환경 변화의 5가지로 나 어 분석하

고,박효진․은선경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정책과

서비스에 을 맞추어,과거 경제활동경험이 있는 여성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에 한해 재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아,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해 검토하고

있다.이때 김주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나이와 교육연수,본인의

학력이 재취업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박효진․은선경의 연

구에서는 보육시설이용,육아휴직,부성휴가 등의 일-가족 양립제도

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 련된 요인에 을 맞춘 연구는 주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 서비스와 련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민

무숙․오은진․이시균43)은 공공기 간 교육훈련의 효과를 비교해,

공공기 들 고용지원센터보다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단 여성

의 재취업에 더 유용했음을 밝혔다.김인선44)은 공공기 과 민간기

의 효과를 비교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민간기 보다 공공기

41)김주 ,「여성의 경력단 과 노동시장 재진입」,『노동리뷰』,2010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2010,pp.36-50.

42)박효진․은선경,「경력단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

스를 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제 17권 제 1호,한국가족복지학회,

2012,pp.5-29.

43)민무숙․오은진․이시균,『(2010연구보고서 8)경력단 여성 재취업 지원

서비스 발 방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44)김인선,「경력단 여성 경력지원 로그램의 효과연구 -서울지역 14개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심으로-」,『경 연구』,제 12권 제 1호,한국항공 학교

경 연구소,2005,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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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료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정성미

한국

노동

패

(1차

～7차)

공

(인 특성)

연령, 유아기 자녀,혼인상태,가

구주 여부

수요(이

직장특성)

이 직장 임 ,이 직장 사업체

규모

기타

제도 특성인 사회보험 수 여부

는 재취업에 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서병선

․

임찬

한국

노동

패

2000년

자료

논의

엄 히 말하면 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이 아닌,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한 연구이다.미취학 자녀수

와 노동공 의 임 탄력성,가구총

소득이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미친다.다만,미취학 자녀수

의 향은 내생성으로 인해 과장

될 수 있다.

이인원

․

강인성

․

조인숙

서울시

2500개

사업체

설문

(비비

례할당

추출)

수요

(재정요소)

인턴쉽 제도,고용 장려 ,훈련시

설 확충/지원

공

(인력개발)
고용정보 제공,교육훈련제도

기타

문 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에

을 맞춘 연구이다.기업의 특

성인 자본 ,매출액,인건비는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3:선행연구의 정리>

의 교육훈련 효과가 더 컸다고 한다.

본 연구가 국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문제와 련된 연구인만

큼,선행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한 연

구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 21 -

김주

여성

가족

패

(1차

～2차)

배우자

속성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일자리 유

형,월 소득

본인속성 나이,결혼기간

자녀요인
미취학 자녀수

(매개변수: 일제 일자리 여부)

자산요인
주택가격

( 일제 일자리일 때 유의미했다.)
사회환경

변화

지역별 여성 고용률

( 일제 일자리일 때 유의미했다.)

기타

배우자 속성의 배우자 나이와 교

육연수,본인 속성의 학력은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박효진

․

은선경

여성

가족

패

(1차

～2차)

향요인

교육수 ,가구소득,취학자녀수와

자녀수의 변화,부모동거여부,일

자리변화

기타

보육시설이용,육아휴직,부성휴가

등 일-가족 양립제도 그 외의

측면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민무숙

․

오은진

․

이시균

센터

교육생

조사와

집단

면

논의

공공이 제공하는 고용지원 서비스

에 을 맞춘 연구이다.새로 일

하기 센터가 고용지원센터보다 재

취업에 도움이 되며,상담이나 훈

련보다는 구체 인 직업연계서비

스가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

김인선

서울

여성

인력개

발센터

취업률

논의

일반과정에 비해 정부지원과정 경

력지원 로그램이 보다 체계 이

고 지속 이어서 취업자 비 이

높고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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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에 한 비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이

가계생산모형에 한 선행연구는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한 실

증분석을 진행하기는 했으나,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도 모형이 유

용한지에 한 논의는 부족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상요구임

등 가계생산모형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로 들고 있는 요인들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데에도 향

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가구 경제 상태에 한 주 평가,가사노동에 한 여성의

지불용의 액이나 가사일의 가치평가 등의 요인들이 경력

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것이다.주 인 인

식과 객 인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기에,이들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 역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한 국내연구는 남편 련

요소에서 남편의 소득,직업 등 객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기혼여성이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은 객

상태 이상으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요한 향을 수 있다.

Arnott는 부인이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부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향을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45)Ferber역시 부인이

업주부로 일하기를 원하는 남편의 태도가 기혼여성의 취업에 부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밝히고 있다.46)이에 기혼여성이 일

하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에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5)CatherineC.Arnott,“Husbands'AttitudeandWives'Commitmentto

Employment”,JournalofMarriageandFamily,Vol.34,No.4,1972,pp.

673-684.

46)MarianneA.Ferber,“LaborMarketParticipation ofYoung Married

Women:CausesandEffects”,JournalofMarriageandFamily,Vol.44,

No.2,1982,pp.45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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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안일을 도울 생각이 있는지,평소 집안일을 기피하는 경

향이 있는지 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요한 향을 다.47)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남편이

가사노동 자녀양육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한 여성의

만족도를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선행연구

에서 간과한 요 향 요인들에 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만을 종속변

수로 살펴보거나,이마 도 범 를 좁 분석하 다.그러나 재취업

을 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재취업 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재취

업 문제에 있어서 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취업한 그룹을

세분화해,재취업이 지속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도 검

토해 볼 것이다.이상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차이 내용

주

인식

평가와

련된

요인 추가

① 가구 경제 상태에 한 주 평가,유보임 과

련된 주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향에

해 검토한다.

② 남편의 가사노동 자녀양육 도움에 한 만족

도가 재취업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다.

③ 남편의 여성 취업에 한 인식이 경력단 여성

의 재취업에 향을 주는지를 검토한다.

재취업

지속여부

검토

④ 재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재취업 상태

가 지속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도

살펴본다.

기타요인

추가

⑤ 기존 여성가족패 (KLoWF)이용 연구에서 탐

색하지 않은 요인을 추가로 검토한다.

<표 4:선행연구와의 차이 >

47)CarolFishmanCohen․VivianSteirRabin,『다시 하이힐을 신다』,나은경

역,애 미디어,2013,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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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설계 분석방법

제 1 분석자료 분석 상

1.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여성가족패 조사

(KoreanLongitudinalSurveyofWomen& Families:KLoWF)’자

료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여성가족패 은 우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 조사구를 층화기 에 근거해 나열한 후,각

조사구 에서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

법을 용하여 1,700개의 조사구를 추출했다.최종 패 은 추출된

조사구에서 계통추출을 해 표본을 선정했다.그 결과 총 9,068가구

,16세～64세에 해당하는 여성응답자 9,997명에 해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었다. 재 2007년 제 1차 본조사,2009년 제 2차 본조사,

2011년 제 3차 본조사를 완료하고,2009년부터 제 4차 본조사를 시

행 으로,공개된 데이터는 제 3차년도까지의 데이터이다.48)

여성가족패 (KLoWF)은 다른 패 자료들이 고유의 목 으로 인

해 ‘여성’에 한 인지가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자료로,본 연구의

상이 경력단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한 1차년도 패 3차년도 까지 조사

에 성공한 비율,즉 패 유지율이 77.8%로49)비교 안정 이라는

장 을 가지고 있다.본 패 조사는 크게 가구용,개인용,일자리용

3가지로 설문이 나 어져 있고,분가가구와 분가가구의 신규 응답자

를 한 신규 개인용,신규 일자리용 설문지가 추가로 존재한다.50)

48)여성가족패 (http://klowf.kwdi.re.kr/main.do?).

49)이택면․주재선․송치선․강석훈,『2011년 여성가족패 조사 사업보고서

제 3차 기 분석보고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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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상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 여성을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구성원

돌 과 가사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단한 여성’으로 정의했다.이

에 1차년도 자료의 미취업자 5790명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가

결혼,출산 육아,가사(집안일)때문이라고 답변한 3402명 3

년차까지 취업상태 추 이 가능한 여성을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

할 자료로 정리하 다.이때,경력단 여성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해,조사 당시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와 계없이 경력단 경험이 있

는 여성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미 응답자를 제외하면,결혼 시

경력이 단 된 여성은 1726명,첫째 자녀를 출산하며 경력이 단 된

여성은 558명,둘째 자녀를 출산 시 경력이 단 된 여성은 145명이

있다.이러한 결과는 많은 여성의 경력이 결혼과 함께 단 되며,한

번 단 된 경력이 회복되기 어렵기에,이후 추가 인 단 수가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3402명 락된 패 을 제외하고 3년차

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156명(<표 5>의 그룹 1),재취업

을 한 사람은 459명(<표 5>의 그룹 2)으로 분류되었으며,이들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재취업 지속여부에 해서는 재취업

을 한 459명 ,2년차에 재취업을 했으나 3년차에 다시 노동시장에

서 이탈한 74명(<표 5>의 그룹 2-1)과 3년차에도 일자리를 유지하

고 있는 115명(<표 5>의 그룹 2-3)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

최종 분석 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50)이택면․민 주․주재선․김승연․이주 ,『제 2차 여성가족패 자료 사용

자 안내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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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년차 자료

A={일주일 동안 평균 15

시간 이상씩 2개월 이

상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B={A의 그 일자리를

재는 가지고 있지 않

은 여성}

C={일자리를 그만둔 이

유가 ⓐ 결혼,ⓑ 출

산․육아,ⓒ 가사(집

안일)때문인 여성}

⇒ “∩∩”에 해당하

는 3402명이 1년차

재 경력단 상태에 놓

인 여성들이다.이들

2년차에 패 유지

되는 여성에 한해 2단

계 분류를 진행한다.

<표 6:분석 상 분류과정>

분류 그룹

취업 여부

(순서 로 1년차,2년차,3년차

취업여부를 O,X로 표시.)

명

재취업

여부

1 XXX 1156명

2 XOX,XXO,XOO 420명

재취업

지속

검토를

한

재분류

1 XXX 1156명

2-1 XOX 74명

2-2 XXO 231명

2-3 XOO 115명

<표 5:분석 상>

분석을 진행하기 해 <표 5>와 같이 자료를 분류한 과정은 다

음 <표 6>에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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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년차 자료

D={지난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가 있는

여성}

⇒ “단계∩”에 해당하

는 228명 ,3년차에

패 이 유지되는 여성

에 한해 3-1단계 분

류를 진행한다.

E={지난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가 없는

여성}

⇒ “단계∩”에 해당하

는 1575명 3년차에

패 이 유지되는 여성

에 한해 3-2단계 분

류를 진행한다.

3단계:

3년차

자료

3-1

F={지난 조사 시 일자리

에서 여 히 일하는

여성}

⇒ “단계∩”인 115명

이 <표 5>의 그룹

2-3로 분류된다.(재

취업 지속 그룹)

G={지난 조사 시 일자리

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지 않는 여성}

⇒ “단계∩”인 74명이

<표 5>의 그룹 2-1로

분류된다.(재취업 단

그룹)

3-2

H={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가 있는

여성}

⇒ “단계∩”인 231명

이 <표 5>의 그룹

2-2로 분류된다.(3년

차에 재취업을 한 그

룹)

I={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가 없는

여성}

⇒ “단계∩”인 1156명

이 <표 5>의 그룹 1

로 분류된다.(재취업

을 안 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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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가설 분석요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비 보완 을 고려하여,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 재취업 지속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연구가

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가계생산이론에

서 도출되는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로 분류 가능하다.

1.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향 요인과 연구가설

1)가계생산이론 련 요인들

(1)가구 경제력

가계생산이론과 련해서는 보상요구임 과 련된 요인들이 주

요 연구 요인이 된다.이와 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소득 융소득,부동산소득을 포함한 총 가구소득이 해당된다.

이때,선행연구들은 보통 배우자의 월 소득,자산소득,여성의 소득

을 포함한 가구소득 등을 각각 검토했으나,여성의 유보임 에 향

을 미치는 가구소득은 여성 본인의 임 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종

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이에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융소득,부동산소득 등을 종합 으로 가구소득요인으로 삼아 가구소

득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구소득을 가구의 경제 상태에 한 주 인식 측면에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객 으로 측정된 가구소득과 경제 상태에

한 주 인식은 다를 수 있다.실제로 가구연간경상소득과 련된

빈곤수 과,주 빈곤지수와 련된 상 빈곤수 의

지역별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 연구가 있다.5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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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객 사실과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에서,가구소득 외에

재 경제 상태에 한 인식을 별개의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두 요인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방향은 같

을 수 있으나, 향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에 각각의 요인을 모형

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 역시 가구 경제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배우자가 일자리가 없다면,가구의 경제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고,이것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장기간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 여성은 물론,평생

을 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의 취업이 늘었다고 한다.10년 이

미 불황으로 인한 남편의 실직으로 40 여성의 취업이 증하는

상이 있었다.52)최근에는 노후 비 없이 베이비붐 세 의 조기퇴

직이 이어지고,청년실업 문제까지 겹치면서,2012년을 기 으로 50

여성의 고용률이 58.1%로 20 청년의 고용률과 같아질 정도로,

주부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고 있다.53)이처럼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 는 재진입하는 데 매우 요한

요소이다.그러나 기존의 여성가족패 (KLoWF)에 의한 연구에서는

이를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기에,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의 향력에 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가설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H 1.가구의 경제력이 여유 있을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

률이 낮을 것이다.

51)임채홍․ 승 ․김수용,「 ․상 빈곤수 의 결정요인 격차 비

교분석:2005-200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심으로」,『국가정책연

구』,제 25권 제 4호, 앙 학교 국가정책연구소,2011,pp.77-109.

52)한국경제,「취업 선 나서는 주부 늘어난다 … 인크루트 조사」,2003.5.3.

53) 남일보,「가장이 된 50 아내 … 베이비부머 남편 조기퇴직․자녀 취업

난 시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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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1.여성 본인 소득 외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력단 여성

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 1-2. 재 가구의 경제상태가 여유 있다고 인식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H 1-3.배우자가 일자리가 없을 경우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2)여성의 가사 육아부담

자녀수 역시 경력단 여성의 보상요구임 수 에 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육아 부담과 연 되어 보상요구임 수 에 향을 미치

게 된다.육아 부담이 시장임 에 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아부담이 문제라는 에

서,여성의 육아 가사부담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육아부담을 덜기 해 가장 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이다.경력단 여성 재취업 로그램을 진행한 한 기업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시 가장 걱정하는 것

은 집안일과 육아가 54.89%로 1 를 차지했고,재취업 시 가장 지

원이 필요한 사람은 남편이 56.37%로 1 를 차지했다.54)실제로 남

편의 육아 가사 도움은 여성의 취업상태 향후 취업계획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이에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얼마나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와 련된,남

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자녀양육 도움 만족도가 경력단 여성

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4)CJLife블로그 (http://blog.cj.net/1000)

55)Mildred W.Weil,“An Analysis ofthe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ActualorPlannedWork Participation”,AmericanSociological

Review,Vol.26,No.1,1961,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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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남편의 가사노동 는 육아에 한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 2-1.남편의 가사노동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

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 2-2.남편의 자녀양육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

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3)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

가사노동의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가사노동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회비용이 큼을 의

미한다.이는 유보임 과 련되어,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즉,여성이 가사노동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 유보임

이 높아지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낮아질 것이다.여성가족패

(KLoWF)에서는 여성 자신이 평가하는 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해서 묻고 있다.여기서는 본인이 하는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

가,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최소

소득에 련 질문에 한 답변을 통해 스스로의 가사노동에 한

평가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다.

유보임 과 련된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 3.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

H 3-1.스스로의 가사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

H 3-2.가사도우미 고용 시 자신이 벌어야 할 최소 소득이 많

다고 생각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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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요인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은 기혼

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미친다.성역할에 한 남편의 태도는 가

정에서 가사에 남편이 참여하는지에 향을 미치며,여성의 노동시

장 진입뿐만 아니라,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여부에도 향을 다.56)

페이스북의 최고 운 책임자(COO)셰릴 샌드버그는,결혼과 출산

으로 인한 커리어 문제를 고민하는 여 생의 질문에,여성이 가장

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지해주는 배우자라고 답변했다.57)재취

업 경험이 있는 코헨과 라빈 한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을 결심하

고 성공하기 해서는 남편의 태도와 지지가 요하다고 하 으며,

일을 시작한 후에도 남편과의 화가 요함을 강조했다.58)

국내의 사례도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노동시장 참여에 남편

의 태도와 지지가 요함을 보여 다.최근 한 커피 문 랜드의

경력단 여성 재취업 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고 “커피 에서 일하던 모습이 제일 뻤다.”

고 남편이 말해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59)따라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는 아내가 직업을 갖고 밖에서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이 요한 향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선행연구

에서는 남편의 태도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미진하기에,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요인을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56)MarianStoltz-Loike,“TheworkingFamily:Helpingwomenbalancethe

roles ofwife,motherand careerwoman”,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Vol.40,Issue3,NationalCareerDevelopmentAssociation,1992,

pp.244-256.

57)조선비즈,「[샌드버그 연세 강연]②“성장하는 산업에서 기회 찾아야”」,

2013.7.4.

58)Cohen,CarolFishman․Rabin,VivianSteir,앞의 책,나은경 역.

59)동아일보,「직장의 신,그녀들이 돌아온다」,20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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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5.아내가 일하는 것에 해 남편이 반 할수록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3)통제 요인들

선행연구 등에 의하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의 심사가 아니고,이미 향요인으로 밝 져 재차 살펴보

는 것이 요한 의미가 없는 변수들을 통제해 가설을 검증할 것이

다.통제하고자 하는 변수들에는 다음 6가지가 있다.

첫째,학력요인에 해 통제할 것이다.물론 여성의 학력은 여성

이 보다 양질의 고소득 임 을 얻도록 해,여성이 얻을 수 있는 시

장실질임 에 향을 미친다. 한 학력은 교육수 과 연 이 있는

데,이는 인 자본 축 과 련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향

을 수도 있다.즉,가계생산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학력은 보다

높은 시장실질임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인 자본 축 이라는 기

술진보와 연 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을 높인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실에서는 고학력 여

성들의 경우 재취업 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에 한 실망 등으로

한 번 경력단 시 노동시장에서 구히 퇴출되는,L자형 노동공

구조가 나타난다.이미 학력의 향이 이론과는 다르다는 것이 알려

져 있는 만큼,여기서는 학력요인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

을 미치는지 보기보다는 통제하는 것을 선택하 다.

둘째,가구지출에 해 통제할 것이다.가계생산이론에 의하면 가

구지출 역시 여성의 보상요구임 에 향을 다.지출을 많이 하는

가구의 여성은 시장참여에 한 선호가 높아지고,보상요구임 이

낮아져 시장에 노동을 공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그러

나 상 계를 분석해 보면,가구지출과 가구소득은 0.5이상의 높

은 상 계를 보 다.이에 두 가지 모두를 향요인으로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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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는 다른 요인들과의 연 성을 고려했을 때,가구지출은 통제

하고,가구소득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남편의 일평균 육아 가사분담 시간 요인을 통제할 것이

다.남편의 가사 육아 분담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일 수 있다.그러나 객 인 가사분담시간이 미

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이 여성가족패 (KLoWF)

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밝 진 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주

인 요인이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분담 시간

에 해서는 통제하고자 한다.

넷째,부부 외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유무에 해서도 통제할

것이다.물론 부부 외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남편 신 재취

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도와 수도 있다.실제로 일본에서 진행

된 한 연구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향을 다는 을 보여주었다.그들이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의 짐

을 덜어 수 있기 때문이다.60)그러나 이는 여성가족패 (KLoWF)

을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의미한 것으로 밝 졌기에,재차 검

토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 일단 재취업 하고자 마

음먹으면 시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쉽게 해결되는 문제여서

배우자인 남편의 도움만큼 요한 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통

제하고자 한다.

다섯째,육아휴직 인지여부에 해 통제하고자 한다.육아휴직 역

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향을 미친다.그러나 여기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아닌,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찾고자 하기에,연구 상이 재취업에 성공한 그룹과 재취업에

실패한 그룹에 해당한다.재취업에 실패한 경우 직장이 없기 때

60)MasaruSasaki,“TheCausalEffectofFamilyStructureonLaborForce

Participation among JapaneseMarred Women”,The JournalofHuman

Resources,Vol.37,No.2,University ofWisconsin Press,2002,pp.

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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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애당 측정이 불가

능하다.다만 여성이 육아휴직에 해 잘 알고 있다면,재취업 시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재취업 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하지만 여성가족패 (KLoWF)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미 육아휴직 인지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기에 이 요인은 통제하는 것을 선택하 다.

여섯째,교육훈련에 한 요인을 통제할 것이다.물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로 일하기 센터,고용지원센터 등의 교육훈련이나 정부지

원과정 경력지원 로그램 등의 교육훈련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61)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훈련보다는 구체

인 직업연계서비스가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고,62)실제

로 통령에게 바라는 여성 재취업 지원정책 교육 로그램이나

교육훈련을 원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63)즉 교육훈련 요인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이 있을 수는 있되, 요하지 않은 요

인일 수 있다.이에 교육훈련에 한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2.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향 요인과 연구가설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기

혼여성의 노동공 결정과 련이 있다는 에서 재취업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동일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설을 세울 수 있

다.다만,여기서는 재취업 여부에 해 연구할 때와 달리,직장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만을 상으로 연구하기에,시장임 에 련된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일반 노동공 이론과 가계생산이론 모두

61)민무숙 외 2인,앞의 .;김인선,앞의 .

62)민무숙 외 2인,같은 .

63)한국경제,「직장여성 90% “출산 후 재취업 어렵다”」,2013.1.22.;경향신

문,「여성 노동자 50% “여성 통령에 기 ”…‘출산․육아 책’과 ‘고용안정’

가장 바라」,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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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장임 의 증가는 노동공 을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따라서 이와 련된 가설을 추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가계생산이론 련 요인들

(1)가구 경제력

H'1.가구의 경제력이 여유 있을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

속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H'1-1.여성 본인 소득 외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력단 여

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1-2. 재 가구의 경제상태가 여유 있다고 인식할수록 경력

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H'1-3.배우자가 일자리가 있는 경우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

(2)여성의 가사 육아부담

H'2.남편의 가사노동 는 육아에 한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

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2-1.남편의 가사노동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H'2-2.남편의 자녀양육 도움에 만족할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3)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

H'3.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가 높을수록 경력단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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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은 낮을 것이다.

H'3-1.스스로의 가사일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은 낮을 것이다.

H'3-2.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소득이 많다

고 생각할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은

낮을 것이다.

(4)시장임

가계소득이론 노동공 에 한 이론에 근거해 추가한 시장임

요인이,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는 데 향을 주는지에

한 가설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H'4.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2)기타 요인

H'5.아내가 일하는 것에 해 남편이 반 할수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이 낮을 것이다.64)

64)남편의 태도는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한 후,재취업 상태가 지속되는지 여

부와도 유의미한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이한승 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에 의하면,경력단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진입했

다가도 6개월을 못 버티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반에 이른다고

한다.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남편

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업주부로 지내던 아내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박

수를 보내던 남편도 막상 취업하고 나면 ‘ 나가서 얼마 버냐’는 식으로 돌

변하는 경우”의 향도 있다는 것이다.(머니투데이,「경단녀,갈 길부터 정하

라」,2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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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제 요인들

기본 으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도 결국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와 련된 주제이므로,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서 통

제요인들로 살펴본 요인들을 마찬가지로 통제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일자리를 구하기 한 교육훈련 요인의 경우 이미 취업

한 후에 직장생활을 유지할지에 해서는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므로,이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여부와 련해서는 통제요

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한다.

제 3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1.분석모형 변수

1)분석모형

(1)로지스틱 회귀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 성공 /실패’,‘재취업 지속 /단 ’

과 같이 이산형 변수에 해당한다.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일 경우,

독립변수 값이 변화함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자유롭게 변할 수

없다.따라서 일반 인 선형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를 제 로 설명할 수 없다.65)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일 경우 선

형회귀모형을 사용한다면,선형회귀모형에서 가정한 몇 가지 기본가

정들을 반하게 된다.66)

65)홍세희,『(연구방법 19)이항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교육과학사,

2005,pp.8-9.

66)성웅 ,『응용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론,방법론,SAS활용-』,탐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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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선형회귀모형에서 가정한 오차항의 동분산성에 배된다.

즉,선형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이 독립변수들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분석이 진행되는데,종속변수가 두 가지 값을

취하는 범주형 변수일 경우,독립변수들의 값에서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   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67)오차항의 이분산성이 발생

하는 것이다.오차항이 이분산성을 갖는다면,설명변수의 크기에 따

라 종속변수의 변화폭이 변화하게 되어,최소자승법(OLS:Ordinary

LeastSquare)으로 분석할 경우,분석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68)

둘째,오차항의 정규성 가정에 배된다.종속변수가 두 가지 값

만을 취할 경우,오차항도 두 가지 값만을 취하게 되고,오차의 분

포 한 이산형이 된다.69)이러한 가정에 배될 경우 최소자승법

에 의해 도출된 추정량이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일반 인 추측통계의 추정 검정방법을 그 로 쓸 수 없다.70)

셋째,확률이 비 실 으로 측되게 된다.종속변수가 범주형 변

수일 때,종속변수의 조건부 기댓값   는 확률의 성질에 따라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그러나 선형회귀모형을 그 로

용할 경우 종속변수의 조건부 기댓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선형회귀모형을 그 로 사용할 경우

확률에 해 비합리 으로 측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71)

넷째,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회귀모형의 함수형태가 문제될

수 있다.선형회귀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

증가함에 따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변화량을 추정한 것이다.

이 경우 독립변수 한 단 가 변화할 경우 추정된 확률의 변화량이

p.44.

67)성웅 ,앞의 책,pp.44-45.

68)이종원,『경제경 통계학』,박 사,2003,p.434.

69)성웅 ,앞의 책,p.45.

70)이종원,앞의 책,p.432.

71)성웅 ,앞의 책,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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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값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종속변수가 이산형일

때, 실 으로 독립변수 변화 시 확률이 동일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 으로 변하게 된다.따라서 이 경우 회귀모형의 함수

형태는 선형보다는 비선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72)

이에 종속변수가 이산형일 경우 일반 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확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속변수의 값이

0과 1사이를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의 계를 살펴본다.로지스틱 함수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 1:로지스틱 함수>

     exp 

exp 

확률을 

라는 승산으로 바꾸고,이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로

짓으로 변화시키면,확률의 상,하한계가 없어지고 독립변수와 로짓

의 계를 선형함수로 표 이 가능하다.이상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

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도출된다.

<수식 2:로지스틱 회귀모형>

ln


   

이러한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은 최소자승법(OLS)가 아니라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이루어진다.최 우도법 용

72)성웅 ,앞의 책,p.46.



- 41 -

시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추정치와 유의성 검증결과가 신뢰할만하기

한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모형에 개의 독립변수가 있을

경우, 개가 된다.그러나 이는 최소 기 에 해당하고,안정

인 추정을 해서는 보통 50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73)

(2)모형수립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한

첫 번째 분석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 3: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향 요인 -모형 1>

ln


  

 



-     ⋯  (표본 수)

-[종속변수]: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

-[독립변수]:가구소득,:경제 상태 인식,:배우자 일

자리 유무,: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남편의 자

녀양육 도움 만족도,:가사일 가치평가,:가사도우미 고

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통제변수]:학력,:가구지출,: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가사 분담자 유무,:육아휴직 인지.:교

육훈련경험

73)지 까지의 모형 설명은 “홍세희,앞의 책,pp.9-21.”을 참고해 정리하 다.



- 42 -

다음으로 재취업한 경력단 여성들이 재취업 상태를 이어가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한 두 번째 분석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 4: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향 요인 -모형 2>

ln


  

 



-     ⋯  (표본 수)

-[종속변수]: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

-[독립변수]:가구소득,:경제 상태 인식,:배우자 일

자리 유무,: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남편의 자

녀양육 도움 만족도,:가사일 가치평가,:가사도우미 고

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월평균 소득,: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통제변수]:학력,:가구지출,: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가사 분담자 유무,:육아휴직 인지

2)변수 변수의 조작 정의

분석에서 사용될 종속변수,독립변수,통제변수들은 다음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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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류 변수 설명 (조작 정의)

종속

변수

재취업 여부
:재취업

여부

재취업 함 =1

재취업 하지 않음 =0

재취업 지속

여부

:재취업

지속여부

재취업 지속 =1

재취업 단 =0

독립

변수

가계

생산

이론

련

요인

가구

소득

지출

:가구

소득

1년 간 가구소득 +1년 간

융소득 +1년 간 부동산 소득

-1년 간 여성 본인의 소득

:경제

상태인식

1～5 척도

(1에 가까울수록 재 경제상

태가 여유 있다고 인식)
:배우자

일자리

유무

일자리가 있음 =1

일자리 없음 =0

여성의

가사

육아

부담74)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1～5 척도

(1에 가까울수록 만족)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1～5 척도

(1에 가까울수록 만족)

가사

노동의

시장

가치에

한

평가

:가사일

가치평가
집안일의 가치 월 평가액

:가사

도우미

고용 시

집안일을 신 해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경우

용인 가능한 그 일의 최소 월

소득

<표 7:모형의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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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최소소득

시장

임

:월평균

소득
일자리에서 얻는 월평균 소득

기타요인

:노동

공 에

한

남편의

인식

1～5 척도 (1에 가까울수록

부인이 일하는 것을 반 )

통제

변수

:학력75)
고졸 이하 =1

문 졸 이상 =2

:가구지출 가구 월평균 지출

:남편의 육아 가사분

담 시간

남편의 일평균 가사노동

자녀 돌 시간

:가사 분담자 유무

부부 외에 집안일을 돕는 이

가

있음 =1

없음 =0

:육아휴직 인지
1～4 척도

(1에 가까울수록 잘 아는 편)

:교육훈련경험
있다 =1

없다 =0

74)설문지에는 1～5 척도 외에 ‘⑥ 해당 없음’이라는 응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에 한 응답의 경우 6번으로 응답한

이스는 없었기에 이때는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

도에 한 응답은 ‘⑥ 해당 없음’으로 답한 이스가 있어 이에 한 처리가

문제된다.이 경우는 무응답한 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완 히 제거

하는 것보다 결측치 체 방법으로 체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

다.5 척도의 경우 립을 나타내는 3 으로 결측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는데,(ResearchR&A사 홈페이지의 R&A 기 통계 자료실 게시

의 “결측치 처리방법” 참고.(http://www.researchrna.com/view.asp?Forum

Id=4&No=23&cpage=1&fSearchStr=-1&fSearchType=-1&mPW=2&seq=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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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수들 종속변수는 앞서 <표 5>의 분류에 따라 정의된다.

재취업을 한 경우는 <표 5>의 그룹 1,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표 5>의 그룹 2,재취업 지속은 <표 5>의 그룹 2-3,재취업 단

은 <표 5>의 그룹 2-1에 해당한다.독립변수 통제변수들의 조

작 정의는 구체 으로 여성가족패 (KLoWF)의 설문 항목을 통

해 도출되었다.설문 항목은 <부록 1>에 첨부하 다.

2.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에 성공할 확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서 탐색해 보고,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는데,IBM

SPSSStatistics2176)을 이용해 기 통계량 분석,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수행하 다.통계분석 과정에서 여성가족패 (KLoWF)의 데이

터 무응답 는 모름은 결측치로 처리했는데,SPSS는 분석 시

결측치를 포함한 이스를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완 제거법을 용

하고 있다.

독립변수 이산형 변수에 해당하는 배우자 일자리 유무,학력,

가사 분담자 유무,교육훈련경험은 더미변수로 처리했다.각각 배우

자 일자리는 ‘없다’,학력은 ‘고졸 이하’,가사 분담자는 ‘없다’,교육

훈련경험은 ‘없다’를 더미변수의 기 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 6을 3으로 체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분석결과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75)앞서 고학력 여성을 문 졸 이상으로 정의했기에,여성의 학력을 고졸 이

하와 문 졸 이상으로 나 었다.

76)통계 로그램의 사용방법은 “홍세희,앞의 책.;박 옥․신지은․이부일․

황 식․이석훈,『SPSS를 활용한 통계자료분석』,경문사,2013.;서의훈,

『(IBM SPSS Statistics)SPSS 21을 이용한 통계분석』,자유아카데미,

2013.”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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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분석결과 해석

제 1 기 통계분석

1.표본수의 성

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한 표본수가 한지 여

부를 살펴보고자 한다.앞서 언 했듯이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추정

치와 유의성 검증결과가 신뢰할만하기 한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모형에 개의 독립변수가 있을 경우, 개가 된다.여

기서는 <수식 3>으로 나타낸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한

모형 1에서는 모형 우측의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14개,<수식 4>

로 나타낸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여부에 한 모형 2 한

독립변수 통제변수가 14개이다.따라서 두 경우 모두 표본은 최

소 150명이 필요하다.각각의 경우 표본수를 확인해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모형 1 모형 2

분석에 포함된 이스 1424 156

결측 이스 152 33

총계 1576 189

<표 8:각 모형의 표본크기>

모형 1의 경우 총 표본수는 1576명이고,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

에 사용된 표본이 1424개로,최소조건 150명을 넘는 표본크기가 확

보되었다.특히 모형 1의 경우 안정 인 추정을 한 500명 보다

표본크기가 크다.따라서 분류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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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다음으로 모형 2의 경우 총 표본수는 189명이고,결측치를 제

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156개로,역시 표본크기가 최소조건

150명을 넘는다.따라서 분류된 표본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다

만,이는 분석을 한 최소조건을 충족시켰을 뿐으로,안정 추정

을 한 표본크기인 500명에 미치지는 못했다.향후 표본수를 늘린

연구에 의해 본 연구를 보완할 경우 더욱 안정 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2.재취업 여부와 련된 향요인 기 분석

1)교차분석

재취업 여부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통제변수 명목변수

에 해당하는 배우자 일자리,학력,가사 분담자 유무 교육훈련경험

에 해서는 빈도에 한 교차분석을 수행했다.각 수치는 빈도수이

며, 호 안의 %는 열 방향으로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 수치이

다.결측치를 제외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재취업 실패 재취업 성공

독립

변수

배우자 일자리

유무 ()

없음 292(26.8%) 59(15.2%)

있음 799(73.2%) 329(84.8%)

통제

변수

학력 ()
고졸 이하 725(62.7%) 277(66.0%)

졸 이상 431(37.3%) 143(34.0%)

가사 분담자

유무 ()

없음 1114(96.5%) 394(94.3%)

있음 40(3.5%) 24(5.7%)

교육훈련경험

()

없음 1095(94.7%) 386(91.9%)

있음 61(5.%) 34(8.1%)

<표 9:모형 1의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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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의 빈도를 보면,재취업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모

두 배우자의 일자리는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만 비율로는 재취업을 한 집단에서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다는 응답

의 비율이 더 높았다.이는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을 경우 재취업 확

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측과 상반되는 결과로,추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에 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학력은 고졸 이하라는 응답이,가사 분담자는 없

다는 응답이,학력은 고졸이하라는 응답이,교육훈련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학력에서 문 졸 이상이라는 응

답은 비율 면에서도 재취업을 한 경우의 비율이 더 낮았다.이는 고

학력 여성은 일자리에 한 기 치가 있기에,노동시장 재진입이 상

으로 다는 상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로 보인다.즉 재취

업 시 기 치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재진

입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2)집단별 평균분석

재취업을 한 그룹과 재취업을 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해 명목변

수 외의 각 변수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해보면 <표 10>과 같다.

보다 자세한 기 통계량은 <부록 2>에 첨부하 다.연속변수의 평

균과 표 편차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 다.척도의 경우 소

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 다.1～5 척도,1～4 척도로 측정

된 변수의 평균은 평균 수를 의미한다.1일수록 정 인 척도에

는 경제 상태 인식,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육아휴직 인지가 있으며,이들의 만족도 평균 수는

낮을수록 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반면에 1일수록

부정 인 척도는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이 있으며,평균 수

가 높을수록 정 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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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실패 재취업 성공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독립

변수

가구소득() 3999 2108 2595 2230

경제 상태 인식() 3.20 0.70 3.39 0.78

남편의 가사노동 도

움 만족도()
2.94 0.94 2.84 0.91

남편의 자녀양육 도

움 만족도()
2.88 0.66 2.85 0.65

가사일 가치평가() 132 73 116 57

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325 214 324 209

노동 공 에 한 남

편의 인식()
2.81 0.86 3.69 0.82

통제

변수

가구지출() 233 119 233 115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
18 36 22 34

육아휴직 인지() 2.02 0.62 2.01 0.62

<표 10:모형 1의 집단별 평균분석>

기 통계 분석결과 재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취업을 한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낮게 나타났으며, 재 경제상태도 더 어렵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편의 가사노동과 련해서는 가사

노동 자녀양육 도움에 한 평균 만족도가 재취업을 한 집단에

서 더 낮게 나타났다.즉 재취업을 한 집단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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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도움에 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사일의

가치는 재취업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더 높게 평가했다.이는 가사

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의 경우 유보임 이 높아서 취업시

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과 유사한 결과이다.마지막으로

재취업을 한 집단에서 아내가 일자리를 갖는 것에 남편이 더 호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제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육아 분담

시간이 재취업을 한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집단

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집단별 평균분석에 의한 분석결과들은 이론 가설을 세울 때

했던 가정의 방향과 략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그칠 뿐이고,가설의 검증을 할 수는

없기에 실제 가설에 한 검증은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3.재취업 지속여부와 련된 향요인 기 분석

1)교차분석

재취업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통제변

수들에 해서도 이 명목변수에 해당하는 배우자 일자리,가사

분담자,학력에 해서 빈도에 한 교차분석을 수행했다.각 수치

는 빈도수이며, 호 안의 %는 열 방향으로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한 수치이다.결측치를 제외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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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단 재취업 지속

독립

변수

배우자 일자리

유무 ()

없음 15(22.7%) 16(15.2%)

있음 51(77.3%) 89(84.8%)

통제

변수

학력

()

고졸 이하 46(62.2%) 79(68.7%)

졸 이상 28(37.8%) 36(31.3%)

가사 분담자

유무 ()

없음 71(97.3%) 106(93.0%)

있음 2(2.7%) 8(7.0%)

<표 11:모형 2의 교차분석>

이 경우 재취업 상태가 단 된 여성과 재취업 상태가 지속된 여

성 모두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수가 더 많았다.다만 비

율을 통해 살펴보면 재취업이 지속된 그룹에서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이 역시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측과는

다른 경향으로,추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간의 계를 검증해 볼 것이다.그 외에 통제변수인 학력은 재취

업이 지속된 그룹에서 고졸 이하라고 응답한 수가 더 많았으며,가

사 분담자 유무는 가사 분담자가 없다고 응답한 빈도가 더 높았다.

2)집단별 평균분석

재취업 상태가 단 된 그룹과 재취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룹

으로 분류해 명목변수 외의 각 변수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해보

면 <표 1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사례수,최댓값,최솟값까지

표기한 보다 구체 인 표는 <부록 3>에 첨부하 다.모형 1에 해

평균분석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속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 값

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 으며,척도의 평균과 표 편차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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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단 재취업 지속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독립

변수

가구소득() 2451 2201 2663 1713

경제 상태 인식() 3.39 0.81 3.33 0.81

남편의 가사노동 도

움 만족도()
2.71 0.86 2.93 0.94

남편의 자녀양육 도

움 만족도()
2.92 0.64 2.80 0.63

가사일 가치평가() 116 63 115 56

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307 273 359 194

월평균 소득() 86 38 116 56

노동 공 에 한 남

편의 인식()
3.44 0.86 3.83 0.77

통제

변수

가구지출() 209 130 236 113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
20 34 22 34

육아휴직 인지() 2.08 0.66 1.95 0.61

<표 12:모형 2의 집단별 평균분석>

재취업 상태가 지속된 그룹은 상 으로 가구소득이 많은 편이

고, 재 경제 상태에 해서도 여유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이

결과는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반드시 경제 인

것에만 있지는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이는 앞서 인용한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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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이유가 경제 이유보다는 자아실

등의 이유가 더 크다는 설문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 재취업 상태가 지속된 그룹의 경우 상 으로 남편의 가사

노동 도움 에 한 만족도는 낮았으나 자녀양육 도움에 한 만족

도는 높은 등,평균 수가 상반되게 나타났다.이에 해서는 추후

검증해볼 것이다.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도 재취업이

지속된 경우의 평균이 더 높아, 측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기에,

검증이 필요하다.재취업 상태가 지속된 그룹에서 시장임 이 높다

는 것은 가계생산이론 노동 공 이론의 측과 유사하며,아내가

일하는 것에 해 남편이 더 호의 이라는 것도 가설을 세우며 했

던 측과 유사하다.다만 이러한 결과는 단지 평균 경향을 보여

뿐이고,가설검증은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할 것이

다.통제변수의 경우 재취업이 지속된 그룹에서 가구지출과 남편의

가사 육아 분담시간이 높게 나왔다.그러나 육아휴직 인지여부의

경우에는 재취업이 지속된 그룹에서 평균 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제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모형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모형 합도 검정77)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한 모형 1의 모형 합도를 검

정하기 해 HosmerandLemeshow Goodness-of-FitTest를 실

시한 결과,유의확률이 0.075로,유의수 0.05보다 크게 나타나 모

델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

77)독립변수들 간의 계는,VIF지수의 값이 10이상인 것은 없어,다 공선

성의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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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ness-of-FitTest의 귀무가설은 ‘모형이 합하다.’는 것으로,

기각되지 않아야 모형이 합한 것이 된다. 한 모형분류의 설명

력은 81.9%로,50%보다 커,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모형 1의 분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모형 1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표는 추

정된 회귀계수 B,회귀계수의 표 오차,유의확률,Exp(B)로 구성되

어 있다.이때,Exp(B)는 승산 비(oddsratio)로,해당하는 설명변수

가 한 단 증가할 때,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했을 확률이 재취업

하지 않았을 확률보다 Exp(B)배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다.따라

서 Exp(B)가 1일 경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향을 주지 않음을

뜻하고,1보다 클 경우 양의 방향으로 향을 을 의미하며,1보다

작을 경우 음의 방향으로 향을 을 의미한다.1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향력이 크다.

추정된 회귀계수 B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설명

하는 계수이다.회귀계수는 0일 경우 독립변수가 종손변수에 향

을 주지 않음을 뜻하고,양수일 경우 양의 방향으로 향을 을 의

미하며,음수일 경우 음의 방향으로 향을 을 의미한다.0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향력이 크다.78)

유의수 은 1%,5%,10%인 경우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즉,

유의확률 이 0.1보다 작은 경우에만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보아 검토하고,유의확률이 0.1보다 큰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78)분석결과의 해석방법은 “홍세희,앞의 책.;서의훈,앞의 책.”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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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회귀계수(B)

회귀계수의

표 오차
유의확률 Exp(B)

가구소득 -0.001*** 0.000 0.000 0.999

경제 상태 인식 -0.011 0.115 0.921 0.989

배우자 일자리

유무
0.750*** 0.193 0.000 2.117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206** 0.097 0.033 0.814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0.157 0.130 0.227 1.170

가사일 가치평가 -0.004** 0.001 0.033 0.996

가사도우미 고용시

필요한 최소소득
0.001** 0.000 0.019 1.001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1.168*** 0.093 0.000 3.215

학력 0.113 0.157 0.474 1.119

가구지출 0.008*** 0.001 0.000 1.008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0.001 0.002 0.587 0.999

가사 분담자 유무 0.185 0.363 0.610 1.203

육아휴직 인지 0.072 0.125 0.563 1.075

교육훈련 경험 0.089 0.278 0.749 1.093

상수 -4.883*** 0.717 0.000 0.008

종속변수:재취업 여부

표본크기(N):1424

<표 13:모형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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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보상요구임 에 향을 주는 가구의 경제력 측면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체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에 한 인식을 제외하고 가구소득과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는 유의수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

가구소득은 1단 증가 시 음의 방향으로,배우자의 일자리 유무

는 1단 증가 시 양의 방향으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다.이 가구소득이 1단 증가 시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

을 확률보다 낮아진다는 결과는 가계생산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다만 가구소득은 추정된 회귀계수가 -0.001로 0에 가깝고,

Exp(B)역시 0.999로 1에 가까워,그 향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

다.즉,가구소득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향을 주기는

하나,큰 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다.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큰 향

을 다.배우자가 일자리가 있을 경우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2.117배 크다.남편이 일자리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것이라는 을 생

각하면,도출된 결과는 가계생산이론의 상과는 반 되는 결과이

다.이는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 변수는 반드시 가구 소득을 통한

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이러한 결과가 도출

된 이유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가사 육아부담과 련된 변수들 남편이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정도에 한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정도에 한 만족도는

통계 으로 유의수 5% 수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불만족

이 1단 증가할 경우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그 지 않

은 경우의 0.814배가 된다.즉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에 만족할수록

재취업 확률이 더 높고,불만족할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다.이는 결

과는 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면 보상요구임 수 이 낮아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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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계생산이론의 측과 일치한다.

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와 련된 항목은 두 요인이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본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에 한 가치평가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최소

한 필요한 소득에 한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 5%에서 유의미하

다.이때 두 변수 모두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력이

작기는 하지만, 향을 미치는 방향은 반 로 나타났다.본인이 수

행하는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가 한 단 높아지면,경력단 여

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을 확률보다 0.996배가 된다.즉,

본인의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음의

향을 다.그러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최소

한 필요한 소득이 1단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경력단 여성

이 재취업할 확률이 그 지 않을 확률보다 1.001배가 된다.즉,이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양의 향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변수들이 향을 주는 방향이 엇갈린 이유는 각 항목이

묻는 것이 다르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자신의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가 높다는 것은 가사노동을 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 여성들은 유보임 이 높아 상 으로 노동시장에 진입

할 확률이 떨어질 것이다.반면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

득은,최소한 벌어야 하는 액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 소득을 얻고자 할 것이므로,재취업 확률에 양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결과가 가계생산

이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 아내의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은 유의수 1%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아내가 일을 하는 데

정 인 정도가 1단 증가하면,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3.215배 크다.이는 남편의 인정과 지지가 경

력단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큰 향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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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 2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모형 합도 검정79)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에 한 모형 2에 해서도 모형

합도를 검정하기 해 HosmerandLemeshow Goodness-of-Fit

Test를 실시하 다.그 결과 유의확률이 0.68로,유의수 0.05보다

크게 나타나 ‘모형은 합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기에,모델

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형분류의 설명력은 68.6%로,

50%보다 커,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모형 2의 분석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모형 2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과 같다.모

형 1에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의수 은 1%,5%,10%로 한다.

즉,유의확률이 0.1이상인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고,0.1

이하인 변수에 해서만 해석한다.

79)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독립변수들 간의 계는,VIF지수의 값이 10이

상인 것은 없어,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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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회귀계수(B)

회귀계수의

표 오차
유의확률 Exp(B)

가구소득 0.000 0.000 0.478 1.000

경제 상태 인식 -0.242 0.278 0.384 0.785

배우자 일자리

유무
0.019 0.507 0.707 1.210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355 0.279 0.203 1.426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0.230 0.355 0.518 0.795

가사일 가치평가 -0.001 0.004 0.718 0.999

가사도우미 고용시

필요한 최소소득
0.001 0.001 0.411 1.001

월평균 소득 0.012*** 0.005 0.008 1.012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0.536** 0.246 0.029 1.710

학력 -0.432 0.421 0.304 0.649

가구지출 0.003 0.003 0.220 1.003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0.004 0.006 0.487 1.004

가사 분담자 유무 0.584 0.909 0.520 1.794

육아휴직 인지 -0.268 0.321 0.403 0.765

상수 -2.471 1.952 0.205 0.084

종속변수:재취업 지속여부

표본크기(N):156

<표 14:모형 2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p<0.1,**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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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분석 결과 유의수 1%에서 시장임 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은 유

의수 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처럼 유의미한 변수가 은

것은 표본의 수가 분석이 가능하기 한 최소기 만을 충족,즉 표

본크기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에 양

의 향을 다.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정 태도가 1

단 증가 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재취업

상태가 단 될 확률보다 1.710배 만큼 크다.시장임 도 경력단 여

성의 재취업이 지속될 확률에 양의 향을 다.그러나 그 크기는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보다는 작다.임 이 1단 증가할 경

우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상태가 지속될 확률은 재취업 상태가 단

될 확률보다 1.012배 크다.이는 시장임 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 것이라는 가계생산이론의 측과 일치한다.

제 3 결과의 해석

1.가설의 검증

1)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향 요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통계 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

은 H1-1,H1-3,H2-1,H3-1,H3-2,H5이다.

(1)가구 경제력

가구 경제력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확률에 주는 향에 한



- 61 -

가설인 H 1은 명확히 검증하기가 어렵다.각 하 가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 기 때문이다.하 가설 H 1-1은 가계생산이론에 근

거해 여성 본인 소득 외의 가구 소득이 높다면,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 확률이 떨어질 것으로 본 가설이다.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록

향력은 작지만,가구 소득이 증가할 경우,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은 확률보다 낮아지므로,이 가설은 채택된다.

H1-3은 가계생산이론에 근거해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다면,여성

의 유보임 이 높아져,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떨어질 것

으로 본 가설이다.분석결과,이론 가설과는 반 의 결과가 나타

났다.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

이 그 지 않을 확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이 가설은 기각된다.

이처럼 이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배우자의 일자리 유

무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박진희에 의하

면,배우자의 일자리 유무가 여성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남편이 미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첫째,이

는 가구소득을 유지시키기 해 아내가 노동 공 을 늘리는 방향으

로 작동한다.둘째,남편의 미취업상태가 아내에게 노동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신호로 작용해,구직활동 단과 노동시장 퇴장으로

이어지는 실망실업효과80)가 나타날 수 있다.특히 동질 이거나 유

사한 속성을 지닌 남녀가 주로 부부가 되는 선택 결혼이 존재할

경우,부부가 모두 유사한 노동시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실망실

업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81)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 부부의 학력이나 거주지역 등이 동질

80)실망노동자는 무직자로써 조사기간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단

념한 사람을 지칭한다.(조우 ,앞의 책,p.37.)같은 맥락에서,여기서 말하는

실망실업효과란,남편의 미취업이 아내에게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신호로

작용해,아내가 구직을 단하도록 하는 효과를 뜻한다.

81)이상의 설명은 “박진희,「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 에 미치는

향」,『노동정책연구』,제 9권 제 2호,한국노동연구원,2009,pp.43-65."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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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이,남편의 일자리 유무와 경력단 여

성의 재취업 여부에 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결과 남편의 직

업이 없고 여성도 재취업을 못한 비율은 부부 학력이 같은 경우

19.8%,다른 경우 19.5%로 큰 차이는 없었다.따라서 학력의 동질

성이 실망실업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동일

한 곳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 다.부부의 동거

여부로 조작화 해 검토한 결과,남편의 직업이 없고 여성도 재취업

을 못한 비율은 부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5.7%,부부가 함께 살

고 있는 경우에는 20.1%로 나타났다.이는 부부가 동일지역의 노동

시장에 마주할 경우,실망실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

학력은 부부가 모두 학력인 경우와 고학력인 경우를 구별해 보

면,차이가 나타난다.남편의 직업이 없고 여성도 재취업을 못한 비

율은,부부가 모두 고학력 부부인 경우 16.2%,부부가 모두 고졸 이

하의 학력 부부인 경우 22.8%로 나타났다.실제로 안태 에 의하

면 남편의 실직 후 여성 노동공 의 변화는 학력별로 다른 양상

을 보인다고 한다.고학력 여성은 남편의 실직 후에 노동공 이

증가하는 반면, 학력 여성은 남편의 실직 후,특히 실직 해에

노동공 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이는 학력 여성의 경우 취

약한 노동시장에 해 있어,여성 노동공 이 가구의 부정 경제충

격에 제 로 반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82)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본 연구는 분석 상 학력의 수가

더 많은 것도 분석결과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

(2)여성의 가사 육아부담

H 2는 남편의 가사 는 육아 도움에 한 만족도가 경력단 여

82)안태 ,「배우자의 실직과 여성 노동공 -보험으로서의 여성노동-」,『한

국응용경제학회』,제 11권 제 3호,한국응용경제학회,2009,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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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이다.육아부담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검증이 불가능했지만,가사노동에 해서는 경

력단 여성의 재취업과 유의미한 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에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다.

H 2의 하 가설 H 2-1은 남편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가사노동을

도와 다면,보상요구임 수 이 낮아져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 가설이다.이는 회귀계수가 음수이지만,

척도가 1단 커질수록 남편의 도움이 불만족스러운 것이므로 결국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에 한 만족도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은

양의 계를 갖는다.따라서 이 가설은 채택된다.

(3)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

H 3은 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가 유보임 에 향을

미쳐,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다는 가설이었다.이와

련해서는 직 으로 가사노동의 시장가치를 측정한 가사노동 가치

평가요인은,경력단 여성의 재취업과 음의 계가 있어,가설이 설

명력이 있었다.그러나 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본인의 최소 소

득을 통해 가사노동의 시장가치를 간 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반

의 결과가 나와,이에 한 해석이 필요하다.

H 3의 하 가설인 H 3-1은 여성 자신의 가사노동의 시장가치에

한 평가와 련된 가설이다.구체 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에 한

평가가 높다는 것은 유보임 이 높다는 것이므로,경력단 여성의

재취업과는 음의 계가 있을 것으로 측했다.분석 결과 본인 가

사노동에 한 평가액은 그 크기는 작지만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확률과 음의 계가 있었다.이에 가설은 채택된다.

H 3-2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최소소득과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의 계에 해



- 64 -

검토하고자 하는 가설이다.다만 이 경우에는 제시한 최소소득이 높

을수록 가사노동을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다른 한편으로

는 지불해야 하는 최소소득이 많을수록 이를 감당하기 해 더 많

은 소득을 얻고자 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이에 가사일

의 가치를 직 으로 평가한 요인에 한 가설과는 반 로,다른

일을 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소득과 경력단 여성의 재

취업은 약하지만 양의 계를 보 다.따라서 이 가설은 기각된다.

결국 가설 H3이 완 한 설명력이 있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4)기타요인

가설인 H 5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요인인,아내가 일하

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이 정 이라면,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 가설이다.분석결과 남편의 인식은 매우

유의미하게,경력단 여성이 재취업할 확률을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 다.이에 이 가설은 채택된다.

2)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향 요인

모형 2와 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검증 가능했는데,H'4와

H'5가 그것이다.H'4는 가계생산이론 일반 인 노동공 이론

에서처럼,시장임 이 높다면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 지속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 가설이다.H'5는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인식이 정 이라면,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단 되

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 가설이다.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가설과 같은 양의 계가 도출되었다.따라서 두 가설은 모두 채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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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 검토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와 련된 모형 1과,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상태 지속 여부와 련된 모형 2모두에서 공통 으로 종속

변수에 큰 향을 주는 변수는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해 우호 인지’다.이는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 한 여러 설문

조사 등에서 남편의 도움이 가장 요하다고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남편의 도움 가사를 돕는 등의 직 도움도 경력단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수 있지만,무엇보다 요

한 것은 정서 지지임을 보여 다.아내가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를 보내 수록 여성은 부담을 덜고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미취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와,이미 재취업을 한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지지가 미치는 향의 크

기는 다르게 나타났다.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일에 한 남편의 인식이 정 일수록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

률이 그 지 못할 확률보다 약 3.2배가량 높다.그러나 이미 노동시

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그 지 못할

확률보다 약 1.7배가량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새로 진입하는 경

우에 비해 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여성의 경우,애 에 남편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이 가

능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일을 하

는 과정에서,아내가 하는 일에 한 남편의 이해도가 높아지고,막

연히 아내의 일을 반 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외에 모형 1에서 종속변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친 요인은 배

우자의 일자리 유무 다.배우자의 일자리가 있을 경우 경력단 여

성이 재취업 할 확률이 그 지 않을 확률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배우자의 일자리는 앞서 검토하 듯이 보상요구임

의 수 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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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한 신호이자 정보,가구 소득에 한 보 등 여러 요인들

이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를 둘러싸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 향

을 다.따라서 추후 배우자의 일자리 요소와 련된 요인들을 정

리해 논의의 범 를 좁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경력단 여성

의 재취업과 련해 보다 많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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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1.연구결과의 요약

1)본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공 에 한 여러 이슈 결혼,임신과 출

산,육아 등의 문제로 경력단 을 겪은 기혼여성의 노동공 에

을 맞추었다.특히 경력단 로 인한 여성 노동시장의 M자형 구조는

OECD 국가들 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남아있는 구조로,한국

여성의 조한 경제활동참여율과도 연 이 깊다.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는 여성 개인의 삶의 질,

국가 잠재 성장력,사회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해서 검토하 다.이를 통해 향후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을 진하기 한 정책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가계생산이론의 토 에서 선행연구 이론에

서 미비하게 다룬 요인들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

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향 요인에 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하 다.여기에 더해 재

취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 한 재취업을 하는 것 못지않게 요하

나,선행연구들에서 이에 한 검토가 미비했기에,재취업 지속여부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분석을 해서 이론 선행연구,각종 신문에 공표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 다.분석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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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조사(KLoWF)이

다.공개된 3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경력단 여성의 정의에

맞는 상자를 추출하고,재취업을 했는지 여부를 기 으로 데이터

를 분류했다. 한 재취업을 한 그룹을 다시 재취업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 으로 분류하 다.설명변수 역시 원 데이터를 설문지를

이용해 조작 정의에 맞게 정리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분석을 통

해 도출된 재취업 재취업 지속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요인과 가족문화 요인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2)경제 요인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향을 미치는 경제 요인은 가

구소득,본인의 가사노동에 한 가치평가,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다른 일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소득이 유의미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이 가구소득은 가계생산이론의 상 로 많아지

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가사노동

에 한 가치평가도 측 로 높게 평가할수록 유보임 이 높아,여

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다만,가사도우

미 고용 시 최소소득은 질문이 이미 일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

거나,이미 일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 소득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해,여성의 재취업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시장임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는 가계생산이론

일반 인 노동공 이론에서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3)가족문화 요인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가족문화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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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남편의 가사노동 도움에 한 만족도,아내

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확률에 큰 향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두 변수 모두 기존의 여성가족패 (KLoWF)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간과되었던 변수로,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했고,

분석 결과 이들이 재취업 향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에는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정책 시사

1)경제 향이 주는 시사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여부에 향을 주는 유보임 은 여러 경

로로 여성의 노동공 에 향을 다. 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이

상 으로 남성의 노동시장에 비해 불황인 상황에서 여성의 혼인

율은 증가하게 되는데,이 역시 유보임 에 향을 받은 선택이다.

여성 노동시장의 상황이 어려울 경우 여성의 유보임 이 높아지게

되고,여성은 시장에 노동을 공 하는 것 보다는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83)이는 경력단 여성 등 여성의 노동공 에 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여성을 둘러싼 환경에 한 이해를 통해 정

책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83)성별 노동시장과 혼인율에 해서는 “FrancineD.Blau․LawrenceM.

Kahn․Jane Waldfogel, “Understanding Young Women's Marriage

Decisions:TheRoleofLaborandMarriageMarketConditions”,NBER

WorkingPaper#7510,NBER,2000,pp.624-647.;AyakoKondo,“Female

Labor Market Conditions and Family Formation”, Department of

EconomicsDiscussionPapers,ColumbiaUniversity,2008.”을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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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여부에 시장임 이 향을

다는 것에서는,재취업이 일회 이지 않도록 하기 해서, 정

수 의 임 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탐색을 돕고,그 일자리에 연계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사 을 찾을 수 있다.

2)가족문화 요인이 주는 시사

가족문화 요인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와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는 요한 요인이나,선행연구에서는 미처 간과되

었던 것으로,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 정책에도 큰 시사 을

다.먼 배우자의 일자리 유무는 부부의 특성,학력 등 여러 요인

과 연 된 변수이다.이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의 일자리 유

무가 거주지역 등이 유사한 부부가 마주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정책은 여성 개인을 넘어

가구 단 에 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한 고학력 부부와 달

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학력 부부가 함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정책은 취약계층 여

성에 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내가 일하는 것에 한 남편의 태도가 미치는 향은,

많은 여성들이 재취업에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여러 기사

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특히 본 연구결과는 여성의 사회활동

에 한 남편의 이해 역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필요한 남편의

도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이러한 을 감안하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이 재취

업을 원하더라도 그 욕구가 가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면,재취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정책이 효

과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통 성 역할에 한 고정 념을 해

소하기 한 노력 등이 유기 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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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발 방향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실증분석을 통해,그 향력을 확인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재취

업 지속여부에 해서도 검토해,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문제에 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 정책을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의의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한계도

존재한다.우선 2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있다.2차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설문 조사자의 의도와 다른 조작 정의와

측정이 이루어졌을 험이 있는 것이다. 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자

료를 가공해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수가 크게 감소하

고,이에 추정의 안정성이 완 히 확보되지는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속 여부에 한 분석은 추정과 검증결

과를 신뢰하기 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만을 확보했을 뿐,안정 인

추정을 하기에는 충분치는 않았다.이에 향후 경력단 여성을 상으

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조사를 수행해 연구가 보완된다면,본 연구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측치 문제,측정오차 등 계량분석의 일반 인 한계 역시 본 연구

에도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무응답,모름 등의 결측치를 SPSS21

로그램의 기본 설정 로 완 제거법을 통해 처리했는데,강민아․

김경아에 의하면 이는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특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문항에 한 태도,무 심,이

해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이 경우 표본의 표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8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해 깊게 논의하지 못

84)강민아․김경아,「행정학 정책학 조사연구에서 결측치 발생과 처리 방법

에 한 고찰」,『한국행정학보』,제 40권 제 2호,한국행정학회,2006,pp.



- 72 -

하 다.이에 분석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85)을 인지하고,향후 연

구에서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취업 의 직종이나 직장의 소득 등 연구에서 분석

한 요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결측치가 많아 제 로 분석에 반 하

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를 보완하기 한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배우자 일자리 유무가 미치

는 향이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과 련해,배우자 일자리 유

무가 구체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을 맞춘 연구가 보완

된다면,보다 나은 정책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본 연구는 체 여성을 상으로 했으나,고학력 여성에

을 맞춘 연구 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학력 여성의 경우

학력 여성들과는 일자리에 한 기 치 등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구히 노동시장 퇴출에서 퇴출되는 등 더 큰 경력단 문제를 겪기도

한다.따라서 추후 데이터를 더 확보해 고학력 여성에 을 맞춘

연구가 보완된다면 더 많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의의와 련해,

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한 정책에 수 있는 시사 을 간

략히만 짚어 보았는데,이후 정책 시사 에 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경력단 여성의 재취업 문제라는 실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31-52.

85)추가로 분석한 결과 결측치가 있어 분석 상에서 제거된 집단과,모든 응

답을 해 분석 상에 포함된 집단의 특성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를 들면

t-test결과,두 모형 모두 평균연령은 결측집단과 분석집단이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평균 총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학력

의 분포도 차이를 보 다.따라서 소득과 학력에 따른 향이 제 로 통제되

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에 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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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류 변수 측정 (설문 항목)

독립

변수

가계

생산

이론

련

요인

가구

소득

지출

:가구

소득

○ 1년 간 가구소득:지난 1년 간 근

로소득 사업소득 연 총액

○ 1년 간 융소득:지난 1년 간

융소득의 연 총액

○ 1년 간 부동산 소득:지난 1년 간

부동산 소득의 연 총액

○ 1년 간 여성 본인의 소득:여성

월 소득×12

:경제

상태인식

Q.귀 의 재 경제 상태는 어떠십

니까?

A.① 매우 여유가 있다.

②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 어려운 편이다.

⑤ 매우 어렵다.

:배우자

일자리

유무

Q. 남편께서는 재 일자리를 가

지고 있습니까?

A.① ② 아니오

여성의

가사

육아

부담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Q.남편이 설거지,청소 등 가사노동

을 분담하는 정도에 해 만족하

시는 편입니까?

A.① 매우 만족한다.

② 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만족하지 않는다.

부록

<부록 1: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측정을 한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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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Q.남편이 자녀돌보기를 분담하는

정도에 해 만족하시는 편입니

까?

A.① 매우 만족한다.

② 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만족하지 않는다.

가사

노동의

시장

가치에

한

평가

:가사일

가치평가

Q. 재 하시는 집안일의 가치를 돈

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A.월 ___만원

:가사

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Q.집안일을 신해 사람을 쓰면

서 다른 일을 하려면(한다면)귀

하의 소득이 최소한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월 ___만원

시장

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소득

는 수입

기타요인

:노동

공

한

남편의

인식

Q.__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남편께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① 매우 반

② 다소 반

③ 그 그 다

④ 다소 찬성

⑤ 매우 찬성

통제

변수
:학력

○ 무학, 등학교(국민학교), 학

교,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인

문계)→ 고졸이하

○ 2/3년제 학,4년제 학, 학원

석사과정, 학원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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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졸이상

:가구지출
생활비에 한 질문에서 항목별 월

평균 지출의 합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Q.남편은 집안일(설거지,청소 등

가사노동 자녀돌보기)을 하루

에 몇 시간정도 하십니까?

A.(평일 __분×5+토요일 __분 +

일요일 __분)÷7

:가사 분담자 유무

Q.__님 는 __님 부부를 제외하고

재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으십니까?

A.① 있다. ② 없다.

:육아휴직 인지

Q.__님께서는 육아휴직정책에 하

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A.① 잘 알고 있다.

② 아는 편이다.

③ 잘 모른다.

④ 모른다.

:교육훈련경험

Q.지난 1년간 자기계발,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을 한 교육이나 훈

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재 받

고 계십니까?

A.①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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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모형 1의 기 통계량>

재취업 하지 않음 재취업 함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

립

변

수

가구

소득
1007 3999 2108 15 20400 419 2595 2230 -12000 19151

경제

상태

인식

1156 3.20 0.70 - - 420 3.39 0.78 - -

남편의

가사

노동

도움

만족도

1091 2.94 0.94 - - 388 2.84 0.91 - -

남편의

자녀

양육

도움

만족도

1091 2.88 0.66 - - 388 2.85 0.65 - -

가사일

가치

평가

1148 132 73 0 1000 417 116 57 0 500

가사

도우미

고용시

필요한

최소

소득

1153 324 214 0 2000 417 324 209 0 2000

노동

공 에

한

남편의

인식

1094 2.81 0.86 - - 390 3.69 0.82 - -

통

제

변

수

가구

지출
1155 233 119 17 1295 420 233 115 35 916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

1091 18 36 0 291 388 22 34 0 214

육아

휴직

인지

1156 2.02 0.62 - - 420 2.01 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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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모형 2의 기 통계량>

재취업 단 재취업 지속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례수 평균 표 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

립

변

수

가구

소득
73 2451 2201 -780 10610 115 2663 1713 -720 9760

경제

상태

인식

74 3.39 0.81 - - 115 3.33 0.81 - -

남편의

가사

노동

도움

만족도

66 2.71 0.86 - - 105 2.93 0.94 - -

남편의

자녀양

육

도움

만족도

66 2.92 0.64 - - 105 2.80 0.63 - -

가사일

가치

평가

73 116 63 0 300 114 115 56 0 300

가사

도우미

고용시

필요한

최소

소득

73 307 273 0 2000 114 359 194 0 1000

월평균

소득
86 38 116 56

노동

공 에

한

남편의

인식

66 3.44 0.86 - - 107 3.83 0.77 - -

통

제

변

수

가구

지출
74 209 130 35 916 115 236 113 71 663

남편의

육아

가사

분담

시간

66 20 34 0 214 105 22 34 0 180

육아

휴직

인지

74 2.08 0.66 - - 115 1.95 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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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모형 1의 상 계>

상수 가구소득
경제 상태

인식

배우자

일자리 유무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상수 1.000 -.081 -.520 -.060 -.310 -.087

가구소득 -.081 1.000 .212 .070 -.034 -.019

경제 상태

인식
-.520 .212 1.000 -.057 -.057 -.012

배우자 일자리

유무
-.060 .070 -.057 1.000 -.523 -.096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310 -.034 -.057 -.523 1.000 .009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087 -.019 -.012 -.096 .009 1.000

가사일

가치평가
-.229 -.073 .073 .045 .019 -.227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189 -.156 .004 -.010 -.012 -.019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421 -.058 -.096 -.059 .087 -.046

학력 -.143 -.098 .099 .021 -.007 -.142

가구지출 -.198 -.700 .028 -.013 .001 -.149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147 .088 -.012 .241 .028 -.037

가사 분담자

유무
-.051 .067 .011 -.031 .005 .060

육아휴직 인지 -.390 -.060 -.007 -.048 -.028 .075

교육훈련 경험 -.047 .027 .084 .030 .00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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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

가치평가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학력 가구지출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상수 -.229 -.189 -.421 -.143 -.198 -.147

가구소득 -.073 -.156 -.058 -.098 -.700 .088

경제 상태

인식
.073 .004 -.096 .099 .028 -.012

배우자 일자리

유무
.045 -.010 -.059 .021 -.013 .241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19 -.012 .087 -.007 .001 .028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227 -.019 -.046 -.142 -.149 -.037

가사일

가치평가
1.000 -.042 .104 .023 .071 -.008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042 1.000 -.003 -.028 .054 -.025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104 -.003 1.000 .043 .064 -.075

학력 .023 -.028 .043 1.000 .024 -.051

가구지출 .071 .054 .064 .024 1.000 -.033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008 -.025 -.075 -.051 -.033 1.000

가사 분담자

유무
-.002 -.035 .022 -.034 -.051 -.033

육아휴직 인지 .038 .057 .010 .141 .117 .070

교육훈련 경험 .038 .008 -.121 -.073 -.025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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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분담자 유무 육아휴직 인지 교육훈련 경험

상수 -.051 -.390 -.047

가구소득 .067 -.060 .027

경제 상태 인식 .011 -.007 .084

배우자 일자리 유무 -.031 -.048 .030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05 -.028 .005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060 .075 .009

가사일 가치평가 -.002 .038 .038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035 .057 .008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022 .010 -.121

학력 -.034 .141 -.073

가구지출 -.051 .117 -.025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033 .070 .011

가사 분담자 유무 1.000 .061 -.005

육아휴직 인지 .061 1.000 .027

교육훈련 경험 -.005 .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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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모형 2의 상 계>

상수 가구소득
경제 상태

인식

배우자

일자리 유무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상수 1.000 -.126 -.396 -.069 -.391 -.180

가구소득 -.126 1.000 .256 .090 .016 .099

경제 상태

인식
-.396 .256 1.000 -.081 -.139 .105

배우자 일자리

유무
-.069 .090 -.081 1.000 -.446 -.135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391 .016 -.139 -.446 1.000 -.018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180 .099 .105 -.135 -.018 1.000

가사일

가치평가
-.095 -.079 -.106 .011 .050 -.243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063 -.257 .041 .002 -.078 -.031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537 .067 -.122 -.053 .226 .166

월평균 소득 -.243 .088 .103 -.144 .091 .051

학력 -.083 -.137 .096 -.060 -.043 -.167

가구지출 -.134 -.676 -.071 .020 .036 -.245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227 .150 -.139 .407 -.002 .075

가사 분담자

유무
-.122 .057 .092 .074 -.047 .037

육아휴직 인지 -.338 -.181 .045 -.080 -.021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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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

가치평가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월평균 소득 학력 가구지출

상수 -.095 -.063 -.537 -.243 -.083 -.134

가구소득 -.079 -.257 .067 .088 -.137 -.676

경제 상태

인식
-.106 .041 -.122 .103 .096 -.071

배우자 일자리

유무
.011 .002 -.053 -.144 -.060 .020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50 -.078 .226 .091 -.043 .036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243 -.031 .166 .051 -.167 -.245

가사일

가치평가
1.000 -.182 .047 -.106 .043 .066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182 1.000 -.100 .019 -.122 .034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047 -.100 1.000 .031 -.014 -.019

월평균 소득 -.106 .019 .031 1.000 -.092 -.108

학력 .043 -.122 -.014 -.092 1.000 .097

가구지출 .066 .034 -.019 -.108 .097 1.000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090 .042 .099 -.054 -.019 -.045

가사 분담자

유무
.039 -.055 .008 .005 .002 -.071

육아휴직 인지 .173 .025 -.029 -.024 .28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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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가사 분담자 유무 육아휴직 인지

상수 -.227 -.122 -.338

가구소득 .150 .057 -.181

경제 상태 인식 -.139 .092 .045

배우자 일자리 유무 .407 .074 -.080

남편의 가사노동 도움 만족도 -.002 -.047 -.021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 만족도 .075 .037 -.055

가사일 가치평가 -.090 .039 .173

가사도우미 고용 시 필요한

최소소득
.042 -.055 .025

노동공 에 한 남편의 인식 .099 .008 -.029

월평균 소득 -.054 .005 -.024

학력 -.019 .002 .285

가구지출 -.045 -.071 .143

남편의 육아 가사분담 시간 1.000 .039 -.008

가사 분담자 유무 .039 1.000 .160

육아휴직 인지 -.008 .1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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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모형 1의 분류표>

찰

측

재취업여부
분류정확도 (%)

재취업실패 재취업성공

재취업여부
재취업실패 964 75 92.8

재취업성공 183 202 52.5

체 퍼센트 (%) 81.9

․Thecutvalueis.500

<부록 7:모형 2의 분류표>

찰

측

재취업 지속여부
분류정확도 (%)

재취업단 재취업지속

재취업

지속여부

재취업단 32 31 50.8

재취업지속 18 75 80.6

체 퍼센트 (%) 68.6

․Thecutvalueis.500

<부록 8:결측치 분석>

-연령 총 가구소득

모형 1 모형 2

결측

그룹

분석

그룹
t-test

결측

그룹

분석

그룹
t-test

평균연령(세)

[표 편차]

43

[10]

44

[10]

․t=1.940

․유의확률

=0.053

47

[10]

44

[10]

․t=-1.574

․유의확률

=0.117

평균 1년 간 총

가구소득(만 원)

[표 편차]

1424

[1632]

4033

[2019]

․t=17.729

․유의확률

=0.000

2350

[1508]

4063

[1951]

․t=4.680

․유의확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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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학력분포

-모형 2학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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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nalysisofFactors

AffectingCareer-Interrupted

Women'sReturntoWork

-BasedontheKoreanLongitudinalSurvey

ofwomenandFamilies-

Kang,MinJi

The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MasterofPublic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improving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intermsofwomen'spersonalqualityoflife,improving

thenation’s growth potential,solving socialproblems and so on.

Especially,inKorea,women'slabormarketparticipationfollowsan

M-shapedcurvebyage.Womenleavelabormarketintheirthirties

becauseofmarriage,pregnancyandchildbirth,orchild-rearing,but

theyreturntolabormarketintheforties.TheM-shaperemainsonly

inKoreaandJapanamongtheOECD countries,anditisrelatedto

women’slow laborforceparticipation ratein Korea.So,recently,

career-interruptedwomen’sreturntoworkisemergingasan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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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me companies run a special employment program for

career-interruptedwomenasawayofutilizingwomenresources.

Thisstudyfocusesontheissueofcareer-interruptedwomen’slabor

supply.Notably,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household

production, and examines some factors that influence

career-interrupted women’s return to work.The factorshave not

been studied enough in previous studiesortheory.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e can get better understanding about

career-interrupted women’s labor supply issue, and get some

implications.In addition,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influence

factorsthatmakeawomancontinuetoworkafterreturningtojob.

Itis importantto solve career-interrupted women’s labormarket

problem.Butpreviousstudiesmissedsearchingfactorsthatinfluence

awomancontinuingre-entrylabormarket.Thisstudycomplements

themissingissue.

Foranalysis,thisstudysetssomehypothesesthatarederivedfrom

thetheoryoflaborsupply,previousstudies,andsurveysthatcanbe

found on newspaper. Before the empirical test, the Korean

LongitudinalSurveyofWomenandFamiliesdatawassortedbya

criterion that fits definition of career interrupted women.After

analyzingthedata,thisstudydrawssomemeaningfulfindings.

Firstly,thereare6meaningfulfactorsaffecting career-interrupted

women’s return to work.Those are household income,husband’s

employment status, the level of satisfaction from husband’s

housework helping,valuation ofhouseholdchores,minimum salary

requirementforhiringhousekeeperandhusband’sattitudetowife’s

work.Ifhouseholdincomerises,theprobabilityofcareer-interrupted

women’sreturntoworkgoesdownslightly.Ifawomanis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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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usband’s housework help,the probability goes up.And if

woman think herhousehold choreworth,theprobability isdown

because ofreservation wage.Those results are consistentwith

hypotheses.Butthehypothesisrelated with husband’semployment

statusisnotcorrect.Ifhusbanddoesn’thaveajob,theprobabilityof

career-interruptedwomenreturningtoworkdecreases.Thereasonis

simple.Husband’s employmentstatus isnotonly associated with

householdincome,butalsoassociatedwithdiscouragedworkereffect

or the couple’s common educationalbackground.The factor of

husband’semploymentstatusshouldbeconsideredcarefully.

Secondary,husband’sattitudetowife’sworkisimportantfactorfor

boththemodelaboutreturntoworkandthemodelaboutcontinuing

re-entry.Ifhusbandisfavorableforwife’swork,theprobabilityof

career-interruptedwomen’sreturntoworkandcontinuing re-entry

increases.This result means that husband’s understanding and

emotionalsupportaresignificanthelp in wife’sreemploymentand

maintainingherjob.

Finally,marketwageismeaningfulfactoraffectingwomantokeep

heremploymentstatus.Itisthesameresultwiththeory’sprediction.

Many factors found in this study willhelp making policy for

career-interruptedwomen.

Keywords:careerinterruptedwomen,returntowork,continuing

re-entry,influencefactor,theoryofhouseholdproduction

StudentNumber:201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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