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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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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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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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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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석사 학위논문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손 윤 진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철 희

이 논문을 경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손 윤 진

손윤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김 대 일 (인)

부위원장 이 철 희 (인)

위 원 홍 석 철 (인)



- i -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

구일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계량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월50만원의 정액

제에서 소득대체율 40%의 정률제로 개정된 바 본 연구는 맞벌이

와 외벌이 부부를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육아휴직 사용여부의 분석 결과,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

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정률제 개정의 혜택을 받

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정률제 도입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를 통틀어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남성, 육아휴직, 정률제, 맞벌이, 외벌이

학 번 : 2014-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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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밤-아빠! 어디가?’,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

베이비’ 등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며 육아예능이 유행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딸을 각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인 ‘딸바보’가 유행하는 등 아버지의 적

극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육

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명 ‘프렌디’1) 가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남성 자신 뿐 아니

라, 아버지와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andth, 2004; Brandth and Kvande, 1998,

2003; Pleck, 1993; Hass and Hwang, 2008; Geisler and Kreyenfeld,

2012; Han, Ruhm and Waldfogel, 2009; Gomny and Pei, 2009;

Duvander and Johansson, 2010 등).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즉 남성의

육아휴직과 부성휴가를 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며 여

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다(Cools, Fiva and Kirkeboen, 2011). 노동시장 외의 영역에서도 남성

들은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가정 내 성별 분업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난다(홍승아, 이

인선 2012, 김연진 2013 재인용).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에 46.8%, 2000년에

1) 프렌디(Friendy)란 ‘프렌드(Friend)’와 ‘대디(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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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2013년에 52.8%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하지만 2013

년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중 남성은 2293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의 비율은 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용보험통계표 2013). 2006년 전체

육아휴직자 13670명 중 남성이 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

지만 여전히 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육아휴직사용비중이 저조하다. 직장

에서의 남녀 간 역할 공유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자

신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한 고용주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사에 덜

충성한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여성의 커리어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

이다(OECD, 2012). 따라서 저조한 남성의 유아휴직을 높일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들도 점차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대

부분 질적 분석을 통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등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

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그치고 있다(김연진 2013).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되어 제도 개정의

측면에서 양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

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연 어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가?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얼마나 오래 휴직을 하는 요

인은 어떻게 다른가? 육아휴직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휴직 기간

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일수 둘을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을 살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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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에는 배우자 출

산휴가(paternitiy leave), 부모휴직 또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 혹은

child care)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세 가지가 있다. 출

산휴가는 최대 5일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제도는 2011년 9월 15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

령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하여 자료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제

도 중 육아휴직(parental leave)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가구주

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

하지 않거나 본인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가구주

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육아휴직을 실제로 1일 이상 사용한 남성으로 한정하였

다. 육아휴직일수를 결정하는 남성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얼마나 휴직할 것인지 정하는 두 가지 단계의 의사결정 과

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제 3 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Byrgen and Duvander, 2006; Lappegard, 2008;

Sundstrom and Duvander, 2002; Duvander and Jans, 2008).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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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학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appegard(2008)는 노르웨이의 자료를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undstrom and Duvander(2002) 역시 스웨덴

에 대하여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남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의 육

아휴직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자리의 특성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대기업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yrgen and Duvander, 2006).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연구

로는 Lappegard(2008)과 Sundstrom and Duvander(2002)에서 결혼한 남

성이 동거중인 남성보다 더 오래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의 논문

이 있다. 2007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독일은 한 달에 DM600(300유로)의

정액제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07년에 소득대체율 67%와 두

‘아버지의 달’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개

정하였다. 1999년과 2009년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 변수에 대한 양적인 연구

는 없지만, 질적 분석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는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김연진

2013). 홍승아, 이인선(2012)은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수

준이 낮은 것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학중, 유계숙(2005)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를 대상

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출산,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은 남성 직

원들이 경력 상의 불이익,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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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도적 배경

제 1 절 국내 출산·육아기 남성을 위한 제도적 배경

OECD에 따르면 출산·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로는 출산 전의 건강이

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산모나 임산부에게 제공되

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그리고 부모휴가

(parental leave) 혹은 육아휴직(childcare leave) 제도 등2)이 있다. 한국

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남성의 육

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가정에 투 트랙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아빠의 달’ 제도를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해 시행 중

이다. 현재 한국에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2.1.1 개인에 대한 지원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

2) http://www.oecd.org/els/soc/PF2_1_Parental_leave_systems_1May2014.pdf

검색일: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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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육아휴직급여

1988년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해왔다. 1995년부터

여성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선택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개정사항

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특히 2007년부터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시행되던 육아휴직수당이

2011년부터 정률제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

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표 1]에서와 같이 2014년 이래로 육아휴직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

상이어야 한다.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는 엄마

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

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이 2014년에 신설되었다. 단, 남편과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도 혜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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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주요 개정사항

육아휴직 요건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

2001년

만1세 미만에서 만3세 미만

의 취학 전 자녀로 육아휴

직 적용대상 아동연령 확대

되었다.

2007년

만3세 미만에서 만6세 이하

의 취학 전 자녀로 육아휴

직 적용대상 아동연령 확대

되었다.

육아휴직수당 월50

만원으로 인상되었

다.

여성 공무원의 경

우 1년에서 3년으

로 연장되었다.

2011년
정액제에서 정률제

로 변경되었다.

2014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적

용대상 아동연령이 상향 조

정되었다.

아빠의 달이 제정

되었다.

2015년

남성 공무원도 육

아휴직 기간이 1

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부모를 위해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일

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하였다.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을 근무하

며 근로자는 두 제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제도의 비교는 아

래의 [표 2]와 같다. 두 제도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가능하지만 급여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육

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

지만 앞으로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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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시간

[표 2]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

청 가능하다.

급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

만원)하되,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

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60%(150만원상한)

× 근로시간 단축비율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홈페이지의 표 재구성

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3)

2.1.2 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의 경우 정부는 남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에

게 육아휴직 등 부여와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지

3)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 고용노동부 정

책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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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식은 아래 [표 3]에 설명되어 있다. 육아휴직 등 부여의 경우 육아휴

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

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월 20만원,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육아기 근

로시간단축 부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중소기업은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 지급처리 된다.

대체인력 채용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

우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대기업은 월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것이다.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경우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

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

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 사업주 지원은

감축하였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어있어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

축하는 것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

로 인하해 지급한다.4)

4) http://koreablog.korea.kr/687 공감여성정책 ‘육아휴직 지원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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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방식

구분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금액

<육아휴직>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월 5만원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월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규모기업 20만 원

중소기업 3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중소기업 월 60만 원

지급

방식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

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며, 나

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고용 후 6개

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사

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다.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되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는 포

함한다.)

채용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유

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휴가 및

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 홈페이지 www.moel.go.kr

제 2 절 해외 출산·육아기 남성을 위한 제도적 배경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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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1명이며 노르웨

이는 1.9명이다. 이는 유럽 최상위권이며 여성고용률은 스웨덴이 82.5%

로 OECD 1위이고 노르웨이는 82.1%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297명,

여성고용률이 61.2%인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바탕이 되었다. 스웨덴은 부모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74년 0.5%에서 2014년 24%에 달하며 노르웨이는 80%에 달한다. 모범사

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육아휴직 제도를 먼저 소개하고, 그 외에 주

요 선진국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소개한다.

(1)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은 1995년 1년의 부모 육아휴직기간 중 부모에게 각각 1개월씩

의 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성별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부

모 육아휴직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고, 각 부모의 할당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부모가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달(Daddy quota)’과 ‘어머니의 달(Mama quota)’ 휴가 일수가 각각 60일,

양도할 수 있는 휴가가 각각 180일씩 있다. 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5)

현재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가지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모가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다. 휴

직기간 중 부 또는 모는 각각 60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 동안은 정액 급여를 지

급하고 있다.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

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父)의 경우 17.2%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녀를 통틀어 전

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각각 56%와 44%로 거의

비슷하다.

5) 일본 후생노동성 「2011~2012년 해외정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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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구분
적용

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조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일

본

민

간

부

문
친부모,

양부모

포함

휴업개시일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자녀

출생일로

부터

1세가 될

때까지

전일휴업

휴업신청 또는

휴업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무급

시간단축

근로,

단시간

근무제도

공

공

부

문

전일휴업

부분휴업

(2)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1993년 아버지 육아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도

입 당시 42주간의 유급 부모육아휴직기간 중 4주가 남성에게 할당되었는

데, 이 4주는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부부의 유급 육아휴직 자체가

소멸된다. 아버지 육아휴직할당 기간은 처음 4주(1993년)에서 5주(2005

년), 6주(2006년), 12주(2011년)로 늘어나 2013년 7월에는 14주로 확대되

었다.6)

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1977년 종전의 100%를 지급받는 기간이 18주였

으나 점차 그 기간을 늘려 2011년부터는 49주를 사용하면 종전 급여의

100%, 59주를 사용하면 70%를 지급받는다. 남성의 부모 육아휴직 사용

률은 제도 시행 전인 1993년 3월에는 4%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첫 달인

1993년 4월에는 39%로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리

를 갖는 아버지의 약 8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승아, 이인선

2012), 2012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사용한 남성의 23%가 4~5

개월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그 외에 주요 선진국

6) 매일신문 2013년 8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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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사,

공무원,

남녀근

로자

(친부

모,

양부모,

위탁부

모)

휴가 개시

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근로해야

함

12개월

동안 총

12주간

부여함

전일휴가 휴가기간 동안

보건혜택을

유지함.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함

무급
실질적인

휴가기간

으로

계산하여

12주간

부여

분할휴가

시간단축

근로

스웨덴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사실혼

부모,

법정양

육권

등)

휴직일

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거

나,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자녀가

1년 6개월

될 대까지

부여함

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 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 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 출생예정일 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 월

급여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6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

단출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한

부모급여를

지급함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시간단축

근로가능(

하루 통상

근로시간

은 1/2,

1/4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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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위탁부

모)

자녀를

스스로

돌보며,

양육하고

있어야 함

친자녀는

3세가 될

때까지,

위탁자녀

와 양자는

보호한

때부터

3년 간,

7세 까지

전일휴직

·휴직기간 중

해고할 수 없음

·휴가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

근속연수에

삽입

· 비취업자 또는

불안전취업자에

한하여

연방정부에서

자녀출생일로부터

24개월간(생후

6개월까지는

600DM, 7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지급

시간단축

근로

프랑스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견습근

로자,

임시고

용근로

자

포함)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자녀의

가정

인도일에

적어도

과거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함)

· 자녀가

3세가 될

기간 동안

최고

원칙적으

로 1년

간(최장3

년까지

2번

연장할 수

있음)

· 입양일

때는

자녀가

가정에 온

날부터

3년 간

전일휴직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보유

무급원칙,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부담

액은 해마다

다름)에서

셋째자녀부터

정액의

양육부모급여를

지급함

시간단축

근무(1/5

이상

단축)

위

양육부모급여의

반액을 지급함

벨기에
남녀근

로자

동일기업에

서 과거

12개월

동안

근무했어야

함

6~12개월

간 부여함
전일휴직

고용계약은

수정됨

개월 당 FB10,504

전일근로자

이거나,

적어도

3/4부분근

로에

고용되었어

야 함

6개월~5년

간 부여함
반일휴직 개월 당 FB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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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

용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일수 둘을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남성의 육

아휴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로짓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가구주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

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약 26% 정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과 미사용한 남성들 사이에

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

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사용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로짓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육아휴직 사용일수 정보가

미리 알려진 값으로 존재하고 그 값이 정량적이므로 다중선형 회귀분석

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자료 및 변수의 선정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육아휴직 실제 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개인용, 가구용 패널 12차~1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2차 조사는 2009년에 대한 자료이며 15차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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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대한 자료로서 2009년과 2012년 사이의 4개년에 해당하는 자

료이다. 육아휴직은 가용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동일 남성이 해가

변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노동

패널(개인, 가구조사)을 횡단면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한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연구

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에 0, 육

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1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선형회귀를 이용한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라는 연속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남성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그

리고 정률제 도입으로 분류된다. 이중 남성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

성은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기업형태, 기업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의 특성은 미성년자 자녀수와 비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률제 도입은 제도의 정률제와 제도 정책대상로 구성

되어 있다. 사용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의 요약은 아래 [표 5]와 같

다.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는 정액제과 정률제 도입 이후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2~15차 조사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월50만원의 정액제였으나 2011년부터 정률제로 바뀌었으며 하한액이 50

만원으로 수당의 절대적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정액제인 12차와

13차 조사에 해당되는 남성에게 0, 정률제 도입 이후인 14차와 15차 조

사에 해당되는 남성에 1을 부여하여 제도의 개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제도 정책 대상은 정률제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월평균임금액수가

200만 원 이하인 남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200만 원 이상인 남성으

로 구성하였다. 통상임금이 월 125만 원 이하인 남성은 육아휴직수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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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정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월평균임금액

수를 대신 사용하였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 등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월평균임금액수의 기준을 125만 원보다 높은

20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정률제와 제도 정

책대상의 교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 개정의 영향을 받는 남성들이

정률제 도입 이후에 보이는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에서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및 2년제 대학, 4년

제 대학, 대학원 석사/박사로 구성하였다. Lappegard(2008)과 Sundstrom

and Duvander(2002)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취업여부는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포함되어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구분한다. 남성 본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취

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학중, 유계숙(2005)은 전일제 맞

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보아 연구의 대상을 전일제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대

한 분석을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을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차이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형태는 Geisler(2012) 등에서 사용한 범주를 따라 임시직 및 일용

직, 상용직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로 구분하였다.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초과)인 정규직원으로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를 의미한다.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은 상여금 등 제 수당

을 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7) 이러한 고용형태는 남성 본인의 개인적

7)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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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는 포함하지 않고 오직 배우자의 특성에만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

는 연구의 대상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약 99.3%가 상용직이기 때문이다.

기업형태 또한 Geisler(2012) 등에서 사용한 범주를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은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법인단체, 무소속,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Byrgen and Duvander(2006)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업규모는 전체종업원수가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Byrgen and

Duvander(2006)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격차가 임금 격차보다 더욱 크다는 보도 자료가 있다.8) 선행연

구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남성이 대기업에 종사할수

록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의 주당 정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으

며, 근로소득은 작년 세후 총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하였다. 홍승아, 이

인선(2012)에 따르면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수

준이 낮은 것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였으

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출산, 육아휴직의 혜택

을 받은 남성 직원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앞의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근로소득과 남성의 육아휴직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의 보도자료,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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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특성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수는 0세부터 고등학생(재수생) 이

하의 자녀수로 계산하였으며, 범주가 1명부터 4명까지 존재한다. Harris

and Morgan(1991)에 따르면 자녀의 특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수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비근로소득의 경우 작년 한해의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

전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지원금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금융

소득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

수입, 주식/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그리고 기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준 것, 권리금 그리고 기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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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독

립

변

수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정률제 도입 이후

정책대상

월평균임금액수 200만 원 이하(정책 비

대상 남성), 월평균임금액수 200만 원

초과(정책 대상 남성)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 도입 이후에 긍정적 영향을 받

는 남성, 그 이외의 남성

남편과

배우자의

공통 변수

학력
무학~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2년제 대

학, 4년제 대학, 석사/박사

기업형태

민간부문: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

인회사, 법인단체, 무소속, 시민단체, 종

교단체

공공부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

기업규모

50명 미만,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모

름/무응답

주당 근로시간 주된 일자리의 주당 정규 근로시간

근로소득

작년 세후 총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남편: 2000만 원 이하, 2001~4000만 원,

4001~6000만 원, 6001만 원 이상

아내: 1000만 원 이하, 1001~3000만 원,

3001~5000만 원, 5001만 원 이상

배우자만

해당되는

특성

취업여부 미취업자, 취업자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상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모름/무응답

비근로소득

작년한해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사

회보험 + 이전소득 + 기타소득 + 근로

장려세제지원금

은 통제그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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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제 1 절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

구주이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의 결정 요

인을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형 변수

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6]과 [표 7]과 같다.

[표 6]에서 각 범주형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을 살펴

보면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의 경우 정액제(29.5%)가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정책대상의 경우 정책 대상 남성(25.4%)이 특히 낮다. 또한 정책

대상 남성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로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 남성이 전체 표본의 약 92%에 달함을 의미한다. 월평

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남성의 비중이 8%밖에 되지 않는 것은 표본

이 직장이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되어 대부분이 상용직이고 임시/일용직 남성이 배제

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편 본인의 특성에서는 4년제 대학(28%), 공공부문(29.5%), 500~999

명의 기업규모(36.4%)가 크게 높다. 배우자의 특성으로는 석사/박사

(20.4%)가 낮으며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20%대 중반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의 특성으로 미성년자 자녀수는 20%대 중후반으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연속형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근로시간

은 휴직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약 41.7시간으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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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70.5% 29.5% 47.5%

정률제 도입 이후 77.4% 22.6% 52.5%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8% 31.2% 8.2%

정책 대상 남성 74.6% 25.4% 91.8%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7.5% 22.5% 48.6%

그 이외 남성 70.9% 29.1% 51.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6.9% 23.1% 22.0%

전문대/2년제 75.7% 24.3% 16.5%

4년제 대학 72.0% 28.0% 47.3%

석사/박사 75.0% 25.0% 14.2%

기업형태
민간부문 76.1% 23.9% 64.8%

공공부문 70.5% 29.5% 35.2%

기업규모

50명 이하 75.5% 24.5% 8.7%

50~99명 80.8% 19.2% 7.7%

100~299명 67.7% 32.3% 9.5%

300~499명 75.3% 24.7% 4.6%

500~999명 63.6% 36.4% 5.9%

1000명 이상 77.5% 22.5% 39.6%

모름/무응답 70.8% 29.2% 24.1%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75.0% 25.0% 2.8%

2001~4000만 원 72.6% 27.4% 41.2%

4001~6000만 원 75.0% 25.0% 40.0%

6001만 원 이하 75.6% 24.4% 16.0%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5.3% 24.7% 35.6%

전문대/2년제 74.6% 25.4% 23.0%

4년제 대학 71.6% 28.4% 34.9%

석사/박사 79.6% 20.4% 6.4%

취업 여부
미취업 74.8% 25.2% 52.4%

취업 73.3% 26.7% 47.6%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2.0% 28.0% 24.5%

2명 75.4% 24.6% 43.3%

3명 69.2% 30.8% 5.9%

모름/무응답 75.1% 24.9% 26.4%

근로소득의 경우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이 평균적으로 약 489만 원

으로 휴직을 사용한 남성(약 440만 원)에 비하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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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

성

본

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1.64612 5.365827 16 84

휴직미사용 41.71691 5.721698 9 90

가

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39.6963 1158.582 0 12000

휴직미사용 488.7911 2105.963 0 5000

로짓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각 설명변수에 대해 살펴보

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률제와 정책대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

률제의 승산비는 .491로 육아휴직수당이 정액제일 때보다 정률제 도입

이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약 50% 낮아졌음

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률제와 정책대상의 교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정률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

용이 정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의 논문에서 독일이 정액제에서 정

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

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 개정

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정률

제 도입 이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

아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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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기업규모

가 500~999명인 직장에 종사하는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각각의 승산비는 1.359, 1.410, 1.677로 4년제 대학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

을 확률이 약 36% 높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은 약

41%정도 높으며 50인 이하의 소기업보다 500~999명이 종사하는 대기업

에 다닐 확률이 약 68% 높았다. 하지만 남편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

히 배우자가 석사일 경우 승산비가 .601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보다 석사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40%정도 낮았다. 하지만 아내의 취업여부는 남편의 육아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와 비

근로소득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대

기업에 다닐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증가하여 기존의 Byrgen

and Duvander(2006),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아내의 교육수준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

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의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가 학력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용직이

나 대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여

력이 있어 남편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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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491 (.189) 0.064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569 (.165) 0.042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1.452 (.585) 0.35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46 (.229) 0.495

4년제 대학 1.359 (.239) 0.080

석사/박사 1.174 (.271) 0.489

기업형태 공공부문 1.410 (.237) 0.041

기업규모

50~99명 .665 (.200) 0.176

100~299명 1.465 (.385) 0.146

300~499명 .893 (.299) 0.737

500~999명 1.677 (.491) 0.078

1000명 이상 .818 (.184) 0.372

모름/무응답 .899 (.237) 0.686

근로시간 .998 (.011) 0.833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1.571 (.607) .242

4001~6000만 원 1.542 (.623) .284

6001만 원 이하 1.669 (.709) .229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915 (.153) 0.595

4년제 대학 1.066 (.172) 0.690

석사/박사 .601 (.169) 0.071

취업 여부 취업 1.065 (.123) 0.588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40 (.119) 0.222

3명 1.250 (.316) 0.377

모름/무응답 .868 (.141) 0.381

비근로소득 .999 (.000) 0.655

상수 .425 (.289) 0.208

Number of observations 1692

Prob > chi2 0.0031

Log likelihood -942.54397

Pseudo R2 0.0259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미취업(취업여부), 1명(미성년자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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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강학중, 유계숙(2005)은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그

렇지 않기 때문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가 처한 환경이 다름

을 인식하고 먼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형 변수의 기

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에서 정률제 도입의 각 독립변수 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

을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 이후(23.7%), 정책 대상 남성(26.3%), 정률제에

서 정책 대상 남성(24.1%)이 특히 낮았다. 남성 본인의 특성에서는 석사

/박사(32.1%), 500~999명의 기업규모(48%), 2001~4000만 원(27.5%)의 근

로소득, 4001~6000만 원(25.3%)의 근로소득, 6001만 원 이상(27.6%)의 근

로소득이 높았다. 반면 50~99명의 기업규모(15.6%)는 특히 낮았다. 기업

형태는 20%대 후반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의 특성에서 육아

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은 석사/박사(16.2%)가 특히 낮았고 300~499명

(33.3%)의 기업규모는 높았다. 반면 고용형태, 기업형태, 근로소득은

20%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미성년자 자녀 수 3

명 이상(35.7%)가 특히 높았다.

[표 10]의 연속변수의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약 41시간으로 비슷하였다. 아내의 근로시간 역시 남편의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약 40시간으로 비슷하였다. 반면 가구의 비

근로소득의 경우 남편이 휴직을 하지 않은 가구는 약 332만원이었으나

남편이 휴직을 한 가구는 약 436만원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

구의 평균 비근로소득이 휴직하지 않은 가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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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69.8% 30.2% 46.5%

정률제 도입 이후 76.3% 23.7% 53.5%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9% 31.1% 7.6%

정책 대상 남성 73.7% 26.3% 92.4%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5.9% 24.1% 50.6%

그 이외 남성 70.6% 29.4% 49.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8.4% 21.6% 19.0%

전문대/2년제 75.0% 25.0% 15.4%

4년제 대학 72.5% 27.5% 49.3%

석사/박사 67.9% 32.1% 16.3%

기업형태
민간부문 74.9% 25.1% 61.4%

공공부문 70.7% 29.3% 38.6%

기업규모

50명 이하 75.9% 24.1% 9.8%

50~99명 84.4% 15.6% 8.0%

100~299명 65.3% 34.7% 8.9%

300~499명 66.7% 33.3% 4.1%

500~999명 52.0% 48.0% 6.2%

1000명 이상 77.7% 22.3% 36.1%

모름/무응답 71.8% 28.2% 26.8%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82.6% 17.4% 2.9%

2001~5000만 원 72.5% 27.5% 69.4%

5001~8000만 원 74.7% 25.3% 24.1%

8001만 원 이상 72.4% 27.6% 3.6%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7.4% 22.6% 29.1%

전문대/2년제 72.3% 27.7% 23.4%

4년제 대학 68.6% 31.4% 39.1%

석사/박사 83.8% 16.2% 8.4%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78.6% 21.4% 17.4%

상용직 71.9% 28.1% 65.3%

고용주/자영업자 73.4% 26.6% 17.3%

기업형태
민간부문 75.0% 25.0% 53.7%

공공부문 70.1% 29.9% 29.1%

기업규모

50명 이하 76.7% 23.3% 33.5%

50~99명 76.4% 23.6% 6.8%

100~299명 70.0% 30.0% 6.2%

300~499명 66.7% 33.3% 2.2%

500~999명 75.0% 25.0% 2.5%

1000명 이상 72.6% 27.4% 11.8%

모름/무응답 70.7% 29.3%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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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77.7% 22.3% 15.0%

1001~3000만 원 72.4% 27.6% 51.3%

3001~5000만 원 69.2% 30.8% 22.6%

5001만 원 이상 74.1% 25.9% 3.4%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2.4% 27.6% 24.7%

2명 74.9% 25.1% 45.0%

3명 이상 64.3% 35.7% 5.2%

모름/무응답 73.3% 26.7% 25.1%

[표 10]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성

본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1.1814 4.220514 16 66

휴직미사용 41.87627 5.147727 35 90

아내 근로시간
휴직사용 40.26124 7.296428 3 60

휴직미사용 40.06557 8.548017 3 72

가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36 1369.022 0 12000

휴직미사용 332.3153 1144.223 0 15200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각 설명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률제 도입

이후의 승산비는 .197로 정액제일 때보다 정률제 도입 이후에 맞벌이 남

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교호항의 경우 정률제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승산비는 3.568이

다. 이는 정률제 도입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맞벌이 남성들의 육

아휴직 사용이 그 이외의 맞벌이 남성들에 비하여 약 3.6배 증가하였음

을 의미한다.

정률제 도입의 경우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

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

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남성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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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일치하는 동시에 앞서 전체 표본

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

와 대조적이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외

벌이 남편보다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을 것

이다. 이 경우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사용여부에서도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정률제를 도입한 이후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률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제도의 대상

이 되는 맞벌이 남성에게 정률제의 도입은 효과적이었으나 맞벌이 남성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한 것은 제도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률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대체

율이 40%이지만 그 상한액이 100만원이다. 이는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인 남성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수당이 월 100만 원으

로 무차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통

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기업의 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기업규모가 500~999명일수록, 근로소득이

2001만 원 이상일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근로

시간이 짧을수록, 50~99명이 종사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에 종사할수록 남

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았다. 50~99명과 500~999명의 기업규

모의 승산비는 각각 .455와 2.664이며, 이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50~99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55% 낮은 반면 500~999명의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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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2.5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의 경우 승산비는 .642로 근로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2001~4000만원, 4001~6000

만원, 6001만 원 이상의 승산비는 각각 3.621, 3.807, 4.912로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근로소득을 버는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각각

약 3.6배. 약 3.8배, 약 4.9배 높음을 보여준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승산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소득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학력이 석/박사일 때 승산비는 .40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보다 석사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60%정도 낮았다.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한 변수들과

가구의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대기업에 다닐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

률이 증가하여 기존의 Byrgen and Duvander(2006),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특

성의 경우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

다는 결과는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일치하였다.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내의 직장과 관

련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맞벌이 남편이 육아휴

직을 결정함에 있어 아내의 직장의 특성보다는 남편 본인의 직장의 특성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육아휴직

을 사용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직장에서 바쁜 남편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직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경력 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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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198 (.138) 0.020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324 (.140) 0.009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3.569 (2.562) 0.076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98 (.393) 0.581

4년제 대학 1.315 (.391) 0.358

석사/박사 1.718 (.609) 0.127

기업형태 공공부문 1.362 (.355) 0.236

기업규모

50~99명 .455 (.210) 0.089

100~299명 1.637 (.647) 0.213

300~499명 .979 (.480) 0.967

500~999명 2.664 (1.150) 0.023

1000명 이상 .652 (.227) 0.219

모름/무응답 .719 (.287) 0.408

근로시간 .642 (.161) 0.078

근로소득

2001~5000만 원 3.621 (2.391) 0.049

5001~8000만 원 3.806 (2.644) 0.054

8001만 원 이상 4.912 (3.976) 0.049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21 (.306) 0.676

4년제 대학 1.241 (.334) 0.421

석사/박사 .405 (.177) 0.038

고용형태
상용직 1.111 (.309) 0.704

고용주/자영업자 .925 (.564) 0.898

기업형태 공공부문 .974 (.284) 0.928

기업규모

50~99명 .951 (.363) 0.895

100~299명 1.072 (.401) 0.852

300~499명 1.249 (.681) 0.683

500~999명 .551 (.327) 0.315

1000명 이상 1.172 (.364) 0.610

모름/무응답 1.249 (.331) 0.400

근로시간 .998 (.0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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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001~3000만 원 1.335 (.373) 0.301

3001~5000만 원 1.545 (.504) 0.182

5001만 원 이상 1.263 (.680) 0.664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41 (.180) 0420

3명 이상 1.569 (.625) 0.258

모름/무응답 1.243 (.311) 0.383

비근로소득 1.000 (.000) 0.416

상수 .211 (.184) 0.075

Number of observations 805

Prob > chi2 0.0036

Log likelihood -433.74785

Pseudo R2 0.0715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임시/일용직(고용형태),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의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아내의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제 3 절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외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를 분

담해야 하는 맞벌이 남편과 처한 환경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맞벌이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이어 외벌이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

형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12]와 [표 13]과 같다.

[표 12]에서 각 독립변수 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액제(29%), 정책 비대상 남성(31.2%)이 높고 정률

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21%)가 낮지만 모든 범주가 20%대를 기록하고

있어 나머지 범주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 남성 본인의 특성의 경우 석/

박사(16.5%)와 6001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9.1%)이 특히 낮았다. 기업형

태는 전 범주가 20%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 본인의 특성

이외에 배우자의 학력과 미성년자 자녀의 수는 전 범주가 20%대 중반으

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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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

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71.0% 29.0% 48.3%

정률제 도입 이후 78.4% 21.6% 51.7%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8% 31.2% 8.7%

정책 대상 남성 75.4% 24.6% 91.3%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9.0% 21.0% 46.8%

그 이외 남성 71.1% 28.9% 53.2%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5.8% 24.2% 24.7%

전문대/2년제 76.1% 23.9% 17.5%

4년제 대학 71.5% 28.5% 45.5%

석사/박사 83.5% 16.5% 12.3%

기업형태
민간부문 77.0% 23.0% 67.8%

공공부문 70.2% 29.8% 32.2%

기업규모

50명 이하 75.0% 25.0% 7.7%

50~99명 77.3% 22.7% 7.4%

100~299명 69.7% 30.3% 10.0%

300~499명 81.8% 18.2% 5.0%

500~999명 75.5% 24.5% 5.5%

1000명 이상 77.2% 22.8% 42.7%

모름/무응답 69.8% 30.2% 21.7%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68.9% 31.1% 18.5%

2001~4000만 원 76.8% 23.2% 62.6%

4001~6000만 원 69.8% 30.2% 13.1%

6001만 원 이상 90.9% 9.1% 5.8%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4.0% 26.0% 41.6%

전문대/2년제 76.6% 23.4% 22.7%

4년제 대학 75.0% 25.0% 31.2%

석사/박사 72.5% 27.5% 4.5%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1.6% 28.4% 24.3%

2명 75.9% 24.1% 41.6%

3명 72.4% 27.6% 6.5%

모름/무응답 76.6% 23.4% 27.5%

[표 13]의 연속변수의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약 42시간으로 비슷하였다. 반면 가구의 비근로소득의 경우 남

편이 휴직을 하지 않은 가구는 약 628만원이었으나 남편이 휴직을 한 가

구는 약 443만원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구의 평균 비근로소득

이 휴직하지 않은 가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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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성

본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2.09417 6.252575 35 84

휴직미사용 41.57014 6.190882 9 84

가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43.2601 914.1066 0 7000

휴직미사용 628.2775 2681.095 0 5000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

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앞선 맞벌이 부부의 분석에서 교호항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외벌이 남성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아내의 존재로 인하여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의 필요

성이 적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의 오랜 육아

휴직도 맞벌이 남성보다는 적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

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제도가 개

정되었어도 외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률제 도입 이외에도 외벌이 남성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

았고 오직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크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6001만 원 이상의 승산비는 0.329로 2000만 원 이하 근

로소득을 버는 남성보다 근로소득으로 6001만 원 이상을 버는 남성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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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70%가 낮음을 의미한다. 비근로소득의 경우

승산비는 .164였다. 이는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커질수록 남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육아휴직의 사용여부에 유의한 변수들이 많지 않은 것은 외벌이 부부

의 경우 남편 본인이나 배우자, 가구 또는 정률제 도입이 아닌 문화적

한계와 인식의 변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벌이 부부는 미취업자인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필요성이 맞벌이에 비하여 적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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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701 (.355) 0.483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876 (.371) 0.756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939 (.503) 0.907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099 (.289) 0.718

4년제 대학 1.371 (.312) 0.166

석사/박사 .758 (.266) 0.430

기업형태 공공부문 1.365 (.266) 0.198

기업규모

50~99명 .709 (.299) 0.415

100~299명 1.127 (.424) 0.750

300~499명 .600 (.299) 0.305

500~999명 .992 (.452) 0.987

1000명 이상 .770 (.251) 0.423

모름/무응답 .837 (.321) 0.644

근로시간 1.386 (.787) 0.565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793 (.197) 0.348

4001~6000만 원 1.230 (.401) 0.528

6001만 원 이상 .329 (.221) 0.088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833 (.189) 0.422

4년제 대학 .981 (.218) 0.933

석사/박사 1.123 (.478) 0.785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07 (.163) 0.289

3명 .955 (.331) 0.894

모름/무응답 .724 (.168) 0.163

비근로소득 .164 (.172) 0.072

상수 .624 (.302) 0.331

Number of observations 886

Prob > chi2 0.0269

Log likelihood -479.06095

Pseudo R2 0.0416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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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수가 휴직여부와 휴직일수의 2개로 설정된 경

우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당부

분을 잃거나 회귀계수의 추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종속변수가 절단(censored)된 자료일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으로 종속변수의 절단을 고려한 분석방법인 Heckman 2단계 추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휴직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면서

휴직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에

휴직을 사용한 남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절단된 자료형태의 선형회귀분석

(OLS)을 실시하여 휴직남성의 휴직일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제 1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

구주이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휴직을 신청한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여

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5]와

같다.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률제의 평균이 약 0.46임을 볼 때 전체 표본에

서 정액제과 정률제 도입 이후의 가구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대상의 경우 평균이 약 0.9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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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 남성이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남성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표본이 직장이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으로 한정되어 99% 이상이

상용직으로 구성되어 임시/일용직이 배제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월

평균임금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약 2.5임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약 2.1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기업형태의 평균은 약 0.4으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민간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편의 기업규모의 경우 평균이 약 4.4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

성들이 평균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의 경우 평균이 약 0.49로 전체 표본에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구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 자녀수는

평균적으로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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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589041 .4988781 0 1

정책대상 .9018265 .2978894 0 1

정률제*정책대상 .4223744 .4945023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589041 .9543678 1 4

기업형태 .4018265 .4908279 0 1

기업규모 4.401254 1.829733 1 6

근로시간 41.64612 5.365827 16 84

근로소득 2.136986 .4481868 1 4

배우자

특성

취업여부 .4908676 .5004883 0 1

학력 2.143836 .95186 1 4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49235 .6445556 1 4

비근로소득 439.6963 1158.582 0 12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기업형태(공공부문=1), 배우자 취업여부(취업자=1),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

=1),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

명 이상=6), 근로소득(2000만 원 이하=1, 2001~4000만=2, 4001~6000만=3,

6001만 원 이상=4), 미성년자 자녀수(명)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먼저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

도입 이후와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교호항의 회귀계

수는 99.747이었다. 이는 월평균임금이 200만원이 넘어 육아휴직제도 개

정에 영향을 받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육아휴직수당의 정률제 도

입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률제 도입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짓 회귀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론과 대조적이다. 이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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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

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전 연구의 예측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률제 도입의 회귀계수는 –85.383으로 2011년 육아휴직 수당에

정률제를 도입한 이후 남성이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더 짧게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률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은 육아휴직

을 더 오래 사용하였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남성에게 정률제의 도입은

효과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감소한 것은 제도 외적

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남편이 석/박사인 경우가 특히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는 91.324로 석/박사인 남성이 고등학교 이

하의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의 경우 100~299명, 300~499명, 1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이 특히

유의하였으며 각각의 회귀계수는 84.733, 77.026, 88.209이다. 이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이 육

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의 회귀계수는

106.599로 오래 근로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학력과 취업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배우자가 석/박사인 경우 회귀계수는 –96.07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를 둔 남성보다 석/박사인 아내를 둔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낮았다. 취업여부의 회귀계수는 32.429로

맞벌이 남성이 외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와 비근로소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미성년자 자녀의 수가 4명일 때 회귀계수는 163.609로 미성

년자 자녀가 1명일 때보다 4명의 다자녀를 가진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근로소득의 회귀계수는 0.012로 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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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이 높고 대기업에 다닐수록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Byrgen and Duvander, 2006;

Lappegard, 2008; Sundstrom and Duvander, 2002) 아내가 석/박사인 남

성이 아내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보다 육아휴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앞에서 이루어진 전체 표본에 대한 로짓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던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대조적

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로짓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였던 기업형태는 다중선형회귀분석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2항9)과 국

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10) 등에 근거하여 신분이 보장

된다. 때문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

다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신분에 대한 불안이 덜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는 공공부문

여부보다는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등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외벌이 남성보다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한다는 분석

결과는 강학중, 유계숙(2005)의 논문에서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

상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론을

통하여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결정할 때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상

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9)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은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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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

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85.383 (48.847) 0.081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19.079 (33.695) 0.572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99.747 (50.824) 0.049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20.997 (26.419) 0.427

4년제 대학 32.124 (24.317) 0.187

석사/박사 91.324 (31.054) 0.003

기업형태 공공부문 30.931 (20.842) 0.139

기업규모

50~99명 32.818 (39.949) 0.412

100~299명 84.734 (32.458) 0.009

300~499명 77.027 (43.144) 0.075

500~999명 41.946 (35.778) 0.242

1000명 이상 88.209 (28.367) 0.002

모름/무응답 110.681 (32.593) 0.001

근로시간 106.599 (62.598) 0.089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98.841 (48.092) 0.040

4001~6000만 원 69.299 (52.318) 0.186

6001만 원 이상 109.542 (78.242) 0.162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3.386 (22.505) 0.880

4년제 대학 -3.013 (21.861) 0.890

석사/박사 -96.075 (37.347) 0.009

취업 여부 취업 32.429 (14.829) 0.029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131 (18.016) 0.652

3명 -26.739 (32.475) 0.411

4명 163.609 (90.142) 0.070

모름/무응답 -29.963 (20.882) 0.152

비근로소득 .012 (.006) 0.044

상수 -48.00 (51.442) 0.351

Number of observations 438

F(26, 441) 3.81

Prob > F 0.0000

R-squared 0.1941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취업(취업여부),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정액제(정률

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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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논문 또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독립변수 각각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17]과 같다.

정률제의 평균이 약 0.46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액제과 정률제 도

입 이후의 표본이 고르게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남편

의 평균은 약 2.75이고 배우자는 약 2.30으로 남편이 더 높았다. 기업형

태의 경우 남편은 약 0.43이고 아내는 약 0.41로 남편과 아내 모두 평균

적으로 민간부문에 가까웠다. 기업규모의 경우 남편은 평균 약 4.3으로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종사하였음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약 2.7로 중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약 41시

간으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2001~4000만

원임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1001~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평균적으

로 남편이 주된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맞벌이 부

부의 미성년 자녀의 수는 평균 1.75명이었으며 비근로소득은 약 407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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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607843 .499686 0 1

정책대상 .9117647 .2843345 0 1

정률제*정책대상 .4411765 .4977492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754902 .9409803 1 4

기업형태 .4313725 .4964863 0 1

기업규모 4.368056 1.792551 1 6

근로시간 41.18627 4.295101 16 66

근로소득 1.892157 .5598533 1 3

배우자

특성

학력 2.308824 .908425 1 4

고용형태 2.039216 .551247 1 3

기업형태 .408284 .4929769 0 1

기업규모 2.677686 2.013351 1 6

근로시간 40.51775 6.692634 9 60

근로소득 2.294118 .8432664 1 4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54967 .6106487 1 3

비근로소득 407.0098 1231.797 0 12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1),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고용형태(상용직=1), 기업형태(공공부문=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

명 이상=6), 남편 근로소득(2000만 이하=1, 2001~4000만=2, 4001만 이상=3),

아내 근로소득(1000만 이하=1, 1001~3000만=2, 3001~5000만=3, 5001만 이상

=4), 미성년자 자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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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정률제 도입은 교호항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86.908이었다. 이는 맞벌이 남성을 대상

으로 한 로짓 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로

짓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외벌이 남편보다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으므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도의 개정이 사용여부와 사용일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기업형태,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석/박사가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107.321로 석/박사인 남

성이 고등학교 이하의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

다. 기업 규모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

는 121.996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

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남편 이외에 배우자의 경우 고용형태,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의 회귀계수는 각각 –

80.026과 –164.783이었다. 이는 임시/일용직인 아내를 둔 남편보다 상용

직 또는 고용주/자영업자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3001~5000만원이 통계

적으로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92.6846이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의 낮은 근로소득을 버는 아내를 둔 남편보다 3001~5000

만원의 근로소득을 버는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임시/일용직이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아내를 둔 1000명 이상

이 종사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석/박사 남편일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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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높았다. 아내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아내가 육아휴직과 같은

각종 수당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아내의 근로소득이 높

을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남편이 휴직하는 동안에

도 아내의 근로소득이 높으면 이를 통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남성에 대한 로짓 분석에서 남성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아내의 고용형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육아휴직의 사용여부와 사용

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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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

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106.767 (92.600) 0.251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37.989 (52.531) 0.471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86.907 (95.348) 0.060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8.033 (46.951 0.701

4년제 대학 26.995 (48.206) 0.576

석사/박사 107.3209 (53.537) 0.047

기업형태 공공부문 -23.392 (34.068) 0.493

기업규모

50~99명 51.726 (65.239) 0.429

100~299명 80.246 (51.843) 0.124

300~499명 100.108 (62.811) 0.113

500~999명 82.765 (54.895) 0.134

1000명 이상 121.996 (46.751) 0.009

모름/무응답 151.029 (51.632) 0.004

근로시간 -.813 (2.740) 0.767

근로소득
2001~4000만원 42.928 (34.992) 0.222

4001만 원 이상 -12.734 (49.194) 0.796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42.567 (45.407) 0.350

4년제 대학 18.788 (45.187) 0.678

석사/박사 -82.809 (64.106) 0.198

고용형태
상용직 -80.026 (41.437) 0.045

고용주/자영업자 -164.783 (86.506) 0.049

기업형태 공공부문 35.782 (37.352) 0.339

기업규모

50~99명 -92.205 (51.486) 0.075

100~299명 -34.758 (49.832) 0.486

300~499명 -86.302 (69.696) 0.217

500~999명 -22.215 (81.865) 0.786

1000명 이상 -33.059 (42.297) 0.436

모름/무응답 -53.317 (35.041) 0.130

근로시간 -1.808 (2.025) 0.373

근로소득

1001~3000만원 28.898 (38.645) 0.456

3001~5000만원 92.684 (46.419) 0.047

5001만 원 이상 29.056 (51.612) 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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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3.705 (28.505) 0.897

3명 이상 19.379 (52.052) 0.710

모름/무응답 -63.817 (33.866) 0.061

비근로소득 .004 (.009) 0.666

상수 315.2583 0.363

Number of observations 204

F(36, 167) 2.09

Prob > F 0.0010

R-squared 0.3102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고등학교 이하(학력), 임시/일용직(고용형태),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

하(기업규모), 3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아내 근로

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대상)

제 3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외벌이 남성이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더

낮았으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가 처한 상

황이 다르다고 본 논문에 따라 맞벌이 남성에 이어 외벌이 남성을 분리

하여 분석하였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19]와 같

다.

학력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약 2.4이고 아내의 평균은 약 2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아내보다 학력이 더 높았다. 기업형태의 경우 평균이 0.4로

외벌이 남성이 평균적으로 민간부문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기업규

모의 경우 평균이 약 4.5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이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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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439462 .4979658 0 1

정책대상 .8923767 .3106013 0 1

정률제*정책대상 .3901345 .4888776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439462 .9418516 1 4

기업형태 .3811659 .486758 0 1

기업규모 4.460606 1.849512 1 6

근로시간 42.09417 6.252575 35 84

근로소득 2.156951 .452753 1 3

배우자 특성 학력 1.977578 .9700188 1 4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28916 .6266854 1 3

비근로소득 443.2601 914.1066 0 7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기업형태(공공부문

=1),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명 이상=6), 근로소득(2000만 원 이하=1, 2001~4000만=2, 4001만 원 이

상=3), 미성년자 자녀수(명)

로 300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특성에서 외벌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약 1.72명의 미성년자 자

녀가 있었으며 비근로소득은 약 443만원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

이 가구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약 407만원인 것을 볼 때, 육아휴직을 사

용한 외벌이 가구의 비근로소득이 약 10%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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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0]과 같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정률제 도

입에서 교호항만이 유의하였으며 그 계수는 140.233이었다. 월평균임금

200만 원 이상의 정률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벌이 남성들이 육아휴

직수당이 정률제로 개정 된 이후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하게 된 것이

다.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사용일수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육아휴직수당 제도의 개정으

로 인하여 육아휴직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제도의 개정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에서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특히 석/박사가 유의하였고 계수는 85.847이었

다. 이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보다 석

/박사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

형태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54.494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공

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계수는 .034였다. 이는 외벌이 남성이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남성이 대기업일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육아휴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Byrgen and Duvander(2006)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로짓 분석에서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교호항 등이 유의하지 않은 대신 근로소득이

유의하였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외

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짓 분석이 결

과와 공통적으로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유의하였다. 이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에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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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확

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77.123 (64.478) 0.233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20.054 (53.013) 0.706

정률제*정책대

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140.232 (67.208) 0.038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48.509 (35.263) 0.170

4년제 대학 25.071 (29.595) 0.398

석사/박사 85.847 (45.039) 0.048

기업형태 공공부문 54.494 (29.827) 0.069

기업규모

50~99명 70.506 (52.397) 0.180

100~299명 107.226 (45.793) 0.020

300~499명 27.552 (63.904) 0.667

500~999명 7.315 (56.203) 0.897

1000명 이상 63.321 (40.452) 0.119

모름/무응답 65.810 (47.275) 0.165

근로시간 1.325 (1.632) 0.418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89.579 (60.734) 0.142

4001만 원 이상 62.653 (65.641) 0.341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656 (28.380) 0.982

4년제 대학 19.394 (27.457) 0.481

석사/박사 -79.262 (50.905) 0.121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4.779 (25.579) 0.852

3명 -20.289 (42.276) 0.632

모름/무응답 1.645 (29.315) 0.955

비근로소득 .034 (.011) 0.003

상수 -126.382 (98.339) 0.200

Number of observations 223

F(23, 199) 2.40

Prob > F 0.0006

R-squared 0.2170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

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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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중 남성은 2293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남녀 간 역할 공유

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아버지와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저조한 남성의 유아휴직을 높일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 이루어져 양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등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

는 것에 그칠 뿐(김연진 2013),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계량 연구가 부족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

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다.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중 육아휴직 실제 사용 휴가일

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개인용, 가구용 패널 12차~1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가구주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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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

이 있는 남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을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정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

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정률제 도입 이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

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

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을 것이다. 이 경

우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이 제도 개정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앞선 연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인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상한액 월 100만 원으로

무차별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하

는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

하지 않았다. 외벌이 남성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아내의 존재로 인하

여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의 오랜 육아휴직도 맞벌이 남성보다는 적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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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

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가 개정되었어도 외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유의

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 표본, 맞벌이 부부 그리

고 외벌이 부부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휴직제도 개정에 영향을 받는 남

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육아휴직수당의 정률제 도입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

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

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전 연구의 예측을 확인시켜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우선 기존의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가 많았다. 사례연구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제한된 변

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적 경향을 밝히려는 표본연구나 통계적

연구와는 달리 한 대상의 여러 변인을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특

징을 가진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한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인들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사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

점이 있다.11) 본 논문은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

구들이 사례분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택한 남

11) [네이버 지식백과] 사례연구법 [case study method, 事例硏究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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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표본이 적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문화적 한

계와 인식의 변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현상에 대

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유의미한 특성을 통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는 있지만, 상관관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해당 변수들이 원인

이 되는지는 해당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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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s Parental Leave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 Fixed rate in 2011

Son Yun Jin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recedent studies on paternity leave pay much attention to

qualitative research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why taking

paternity leave in Korea is limited, the quantitative research on

changes in the time-off system is not enough. Considering the fact

that as of 2011, paid parental leave scheme was revised to a fixed

rate in relative income poverty of 40 percent from a flat rate of

500,000 won a mon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impacting on whether the leave is taken and on how many

days are used for the time-off, centering on the effect of the fixed

rate system introduced in 2011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double-income and single-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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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analyzing whether paternity leaves are taken indicates

that as for double-income family, the revised regime helps hugely

increase the number of men getting benefits of the system while in

the case of the other group, single-income family, the figure almost

remains without meaningful increas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ing the length of the leave, both of the groups show

meaningful rise in its length when it comes to the men who receive

benefits of the revised fixed rate system. This has implications for

whether to take a paternity leave especially for the men in the

low-income bracket among the group of double-income family due to

the volume of support funds. What is more, this study finds that the

volume of support is a major determinant of the length of paternity

leaves to double-income as well as single-income families.

keywords : paternity leave, fixed rate, double-income family,

single-incom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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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

구일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계량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월50만원의 정액

제에서 소득대체율 40%의 정률제로 개정된 바 본 연구는 맞벌이

와 외벌이 부부를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육아휴직 사용여부의 분석 결과,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

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정률제 개정의 혜택을 받

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정률제 도입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를 통틀어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남성, 육아휴직, 정률제, 맞벌이, 외벌이

학 번 : 2014-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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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일밤-아빠! 어디가?’,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마이

베이비’ 등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며 육아예능이 유행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딸을 각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인 ‘딸바보’가 유행하는 등 아버지의 적

극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육

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명 ‘프렌디’1) 가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남성 자신 뿐 아니

라, 아버지와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andth, 2004; Brandth and Kvande, 1998,

2003; Pleck, 1993; Hass and Hwang, 2008; Geisler and Kreyenfeld,

2012; Han, Ruhm and Waldfogel, 2009; Gomny and Pei, 2009;

Duvander and Johansson, 2010 등).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즉 남성의

육아휴직과 부성휴가를 통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며 여

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이다(Cools, Fiva and Kirkeboen, 2011). 노동시장 외의 영역에서도 남성

들은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가정 내 성별 분업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난다(홍승아, 이

인선 2012, 김연진 2013 재인용).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에 46.8%, 2000년에

1) 프렌디(Friendy)란 ‘프렌드(Friend)’와 ‘대디(Daddy)’의 합성어로 친구 같은

아빠를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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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2013년에 52.8%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하지만 2013

년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중 남성은 2293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의 비율은 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용보험통계표 2013). 2006년 전체

육아휴직자 13670명 중 남성이 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

지만 여전히 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육아휴직사용비중이 저조하다. 직장

에서의 남녀 간 역할 공유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자

신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한 고용주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회사에 덜

충성한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여성의 커리어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

이다(OECD, 2012). 따라서 저조한 남성의 유아휴직을 높일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들도 점차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대

부분 질적 분석을 통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등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

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그치고 있다(김연진 2013).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되어 제도 개정의

측면에서 양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

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연 어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가?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얼마나 오래 휴직을 하는 요

인은 어떻게 다른가? 육아휴직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휴직 기간

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일수 둘을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을 살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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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에는 배우자 출

산휴가(paternitiy leave), 부모휴직 또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 혹은

child care)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세 가지가 있다. 출

산휴가는 최대 5일로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제도는 2011년 9월 15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

령에 따라 도입되기 시작하여 자료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제

도 중 육아휴직(parental leave)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가구주

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

하지 않거나 본인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가구주

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육아휴직을 실제로 1일 이상 사용한 남성으로 한정하였

다. 육아휴직일수를 결정하는 남성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얼마나 휴직할 것인지 정하는 두 가지 단계의 의사결정 과

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제 3 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Byrgen and Duvander, 2006; Lappegard, 2008;

Sundstrom and Duvander, 2002; Duvander and Jans, 2008).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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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학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appegard(2008)는 노르웨이의 자료를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undstrom and Duvander(2002) 역시 스웨덴

에 대하여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남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의 육

아휴직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자리의 특성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대기업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yrgen and Duvander, 2006).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연구

로는 Lappegard(2008)과 Sundstrom and Duvander(2002)에서 결혼한 남

성이 동거중인 남성보다 더 오래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의 논문

이 있다. 2007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독일은 한 달에 DM600(300유로)의

정액제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07년에 소득대체율 67%와 두

‘아버지의 달’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로 개

정하였다. 1999년과 2009년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 변수에 대한 양적인 연구

는 없지만, 질적 분석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는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김연진

2013). 홍승아, 이인선(2012)은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수

준이 낮은 것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학중, 유계숙(2005)는 전일제 맞벌이 부부를 대상

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출산,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은 남성 직

원들이 경력 상의 불이익,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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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도적 배경

제 1 절 국내 출산·육아기 남성을 위한 제도적 배경

OECD에 따르면 출산·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로는 출산 전의 건강이

나 출산 후의 발육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산모나 임산부에게 제공되

는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그리고 부모휴가

(parental leave) 혹은 육아휴직(childcare leave) 제도 등2)이 있다. 한국

의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남성의 육

아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가정에 투 트랙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아빠의 달’ 제도를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해 시행 중

이다. 현재 한국에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2.1.1 개인에 대한 지원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

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

2) http://www.oecd.org/els/soc/PF2_1_Parental_leave_systems_1May2014.pdf

검색일: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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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 육아휴직급여

1988년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해왔다. 1995년부터

여성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선택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개정사항

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특히 2007년부터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시행되던 육아휴직수당이

2011년부터 정률제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

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표 1]에서와 같이 2014년 이래로 육아휴직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

상이어야 한다.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는 엄마

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

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이 2014년에 신설되었다. 단, 남편과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도 혜택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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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주요 개정사항

육아휴직 요건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기간

2001년

만1세 미만에서 만3세 미만

의 취학 전 자녀로 육아휴

직 적용대상 아동연령 확대

되었다.

2007년

만3세 미만에서 만6세 이하

의 취학 전 자녀로 육아휴

직 적용대상 아동연령 확대

되었다.

육아휴직수당 월50

만원으로 인상되었

다.

여성 공무원의 경

우 1년에서 3년으

로 연장되었다.

2011년
정액제에서 정률제

로 변경되었다.

2014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육아휴직 적

용대상 아동연령이 상향 조

정되었다.

아빠의 달이 제정

되었다.

2015년

남성 공무원도 육

아휴직 기간이 1

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부모를 위해 정부는 2011년 9월부터 일

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하였다.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을 근무하

며 근로자는 두 제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제도의 비교는 아

래의 [표 2]와 같다. 두 제도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에 대해서 사용가능하지만 급여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육

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

지만 앞으로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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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 시간

[표 2]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

청 가능하다.

급여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

만원)하되, 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

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60%(150만원상한)

× 근로시간 단축비율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홈페이지의 표 재구성

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3)

2.1.2 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의 경우 정부는 남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에

게 육아휴직 등 부여와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에 대한 지

3)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2 고용노동부 정

책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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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식은 아래 [표 3]에 설명되어 있다. 육아휴직 등 부여의 경우 육아휴

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

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중소기업의 경우 월 20만원,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만원,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육아기 근

로시간단축 부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인당 중소기업은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이 끝나고 6개월 후에 일괄 지급처리 된다.

대체인력 채용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

우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대기업은 월 30만원,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것이다.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경우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

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

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 사업주 지원은

감축하였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어있어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

축하는 것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

로 인하해 지급한다.4)

4) http://koreablog.korea.kr/687 공감여성정책 ‘육아휴직 지원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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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방식

구분
육아휴직 등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금액

<육아휴직>

대규모기업(1000인 이상) 월 5만원

대규모기업(1000인 미만) 월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규모기업 20만 원

중소기업 3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중소기업 월 60만 원

지급

방식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

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며, 나

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고용 후 6개

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사

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

다.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폐지되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는 포

함한다.)

채용 시점이 출산전후휴가, 유

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휴가 및

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 홈페이지 www.moel.go.kr

제 2 절 해외 출산·육아기 남성을 위한 제도적 배경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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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2012년 기준)에 따르면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1명이며 노르웨

이는 1.9명이다. 이는 유럽 최상위권이며 여성고용률은 스웨덴이 82.5%

로 OECD 1위이고 노르웨이는 82.1%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1.297명,

여성고용률이 61.2%인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수치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바탕이 되었다. 스웨덴은 부모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74년 0.5%에서 2014년 24%에 달하며 노르웨이는 80%에 달한다. 모범사

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육아휴직 제도를 먼저 소개하고, 그 외에 주

요 선진국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소개한다.

(1)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스웨덴은 1995년 1년의 부모 육아휴직기간 중 부모에게 각각 1개월씩

의 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성별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에는 부

모 육아휴직기간을 16개월로 확대하고, 각 부모의 할당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부모가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달(Daddy quota)’과 ‘어머니의 달(Mama quota)’ 휴가 일수가 각각 60일,

양도할 수 있는 휴가가 각각 180일씩 있다. 휴가는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5)

현재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가지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모가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다. 휴

직기간 중 부 또는 모는 각각 60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90일 동안은 정액 급여를 지

급하고 있다.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

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父)의 경우 17.2%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남녀를 통틀어 전

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각각 56%와 44%로 거의

비슷하다.

5) 일본 후생노동성 「2011~2012년 해외정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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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제도

구분
적용

대상자

육아휴직

청구조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형태
고용보장 소득보장

일

본

민

간

부

문
친부모,

양부모

포함

휴업개시일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자녀

출생일로

부터

1세가 될

때까지

전일휴업

휴업신청 또는

휴업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무급

시간단축

근로,

단시간

근무제도

공

공

부

문

전일휴업

부분휴업

(2)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1993년 아버지 육아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도

입 당시 42주간의 유급 부모육아휴직기간 중 4주가 남성에게 할당되었는

데, 이 4주는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부부의 유급 육아휴직 자체가

소멸된다. 아버지 육아휴직할당 기간은 처음 4주(1993년)에서 5주(2005

년), 6주(2006년), 12주(2011년)로 늘어나 2013년 7월에는 14주로 확대되

었다.6)

부모 육아휴직 급여는 1977년 종전의 100%를 지급받는 기간이 18주였

으나 점차 그 기간을 늘려 2011년부터는 49주를 사용하면 종전 급여의

100%, 59주를 사용하면 70%를 지급받는다. 남성의 부모 육아휴직 사용

률은 제도 시행 전인 1993년 3월에는 4%에 불과하였으나, 시행 첫 달인

1993년 4월에는 39%로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권리

를 갖는 아버지의 약 8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승아, 이인선

2012), 2012년에는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사용한 남성의 23%가 4~5

개월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그 외에 주요 선진국

6) 매일신문 2013년 8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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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사,

공무원,

남녀근

로자

(친부

모,

양부모,

위탁부

모)

휴가 개시

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근로해야

함

12개월

동안 총

12주간

부여함

전일휴가 휴가기간 동안

보건혜택을

유지함.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함

무급
실질적인

휴가기간

으로

계산하여

12주간

부여

분할휴가

시간단축

근로

스웨덴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사실혼

부모,

법정양

육권

등)

휴직일

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거

나,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

자녀가

1년 6개월

될 대까지

부여함

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 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산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 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 출생예정일 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 월

급여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60크로네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

단출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한

부모급여를

지급함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시간단축

근로가능(

하루 통상

근로시간

은 1/2,

1/4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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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위탁부

모)

자녀를

스스로

돌보며,

양육하고

있어야 함

친자녀는

3세가 될

때까지,

위탁자녀

와 양자는

보호한

때부터

3년 간,

7세 까지

전일휴직

·휴직기간 중

해고할 수 없음

·휴가만료 후 그

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

근속연수에

삽입

· 비취업자 또는

불안전취업자에

한하여

연방정부에서

자녀출생일로부터

24개월간(생후

6개월까지는

600DM, 7개월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감액)지급

시간단축

근로

프랑스

남녀근

로자(

친부모,

양부모,

견습근

로자,

임시고

용근로

자

포함)

자녀출생일

또는

입양자녀의

가정

인도일에

적어도

과거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함)

· 자녀가

3세가 될

기간 동안

최고

원칙적으

로 1년

간(최장3

년까지

2번

연장할 수

있음)

· 입양일

때는

자녀가

가정에 온

날부터

3년 간

전일휴직

기업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보유

무급원칙,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부담

액은 해마다

다름)에서

셋째자녀부터

정액의

양육부모급여를

지급함

시간단축

근무(1/5

이상

단축)

위

양육부모급여의

반액을 지급함

벨기에
남녀근

로자

동일기업에

서 과거

12개월

동안

근무했어야

함

6~12개월

간 부여함
전일휴직

고용계약은

수정됨

개월 당 FB10,504

전일근로자

이거나,

적어도

3/4부분근

로에

고용되었어

야 함

6개월~5년

간 부여함
반일휴직 개월 당 FB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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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

용여부와 육아휴직 사용일수 둘을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남성의 육

아휴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로짓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가구주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

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약 26% 정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과 미사용한 남성들 사이에

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

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사용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로짓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육아휴직 사용일수 정보가

미리 알려진 값으로 존재하고 그 값이 정량적이므로 다중선형 회귀분석

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자료 및 변수의 선정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중 육아휴직 실제 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개인용, 가구용 패널 12차~1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2차 조사는 2009년에 대한 자료이며 15차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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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대한 자료로서 2009년과 2012년 사이의 4개년에 해당하는 자

료이다. 육아휴직은 가용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동일 남성이 해가

변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할 수 없으므로 노동

패널(개인, 가구조사)을 횡단면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로짓 회귀분석을 이용한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연구

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에 0, 육

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1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선형회귀를 이용한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일수라는 연속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남성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가구의 특성 그

리고 정률제 도입으로 분류된다. 이중 남성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적 특

성은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기업형태, 기업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으로 구성되어있다. 가구의 특성은 미성년자 자녀수와 비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률제 도입은 제도의 정률제와 제도 정책대상로 구성

되어 있다. 사용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의 요약은 아래 [표 5]와 같

다.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는 정액제과 정률제 도입 이후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2~15차 조사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월50만원의 정액제였으나 2011년부터 정률제로 바뀌었으며 하한액이 50

만원으로 수당의 절대적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정액제인 12차와

13차 조사에 해당되는 남성에게 0, 정률제 도입 이후인 14차와 15차 조

사에 해당되는 남성에 1을 부여하여 제도의 개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제도 정책 대상은 정률제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월평균임금액수가

200만 원 이하인 남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200만 원 이상인 남성으

로 구성하였다. 통상임금이 월 125만 원 이하인 남성은 육아휴직수당 제



- 17 -

도의 개정에 관계없이 월 50만 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보가 없어 월평균임금액

수를 대신 사용하였다.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추가수당 등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월평균임금액수의 기준을 125만 원보다 높은

20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정률제와 제도 정

책대상의 교호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제도 개정의 영향을 받는 남성들이

정률제 도입 이후에 보이는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개인적 특성에서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전문대학 및 2년제 대학, 4년

제 대학, 대학원 석사/박사로 구성하였다. Lappegard(2008)과 Sundstrom

and Duvander(2002)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취업여부는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포함되어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구분한다. 남성 본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취

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학중, 유계숙(2005)은 전일제 맞

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보아 연구의 대상을 전일제 맞벌이 부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대

한 분석을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두 집단을 각각 분석해봄으로써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차이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형태는 Geisler(2012) 등에서 사용한 범주를 따라 임시직 및 일용

직, 상용직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로 구분하였다. 상용직 근로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초과)인 정규직원으로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를 의미한다.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은 상여금 등 제 수당

을 받지 못하는 자를 의미한다.7) 이러한 고용형태는 남성 본인의 개인적

7)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2009)



- 18 -

특성에는 포함하지 않고 오직 배우자의 특성에만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

는 연구의 대상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약 99.3%가 상용직이기 때문이다.

기업형태 또한 Geisler(2012) 등에서 사용한 범주를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뉜다. 공공부문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

기업,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은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인회사, 법인단체, 무소속,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Byrgen and Duvander(2006)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업규모는 전체종업원수가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6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Byrgen and

Duvander(2006)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격차가 임금 격차보다 더욱 크다는 보도 자료가 있다.8) 선행연

구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보도 자료를 통하여 남성이 대기업에 종사할수

록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의 주당 정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으

며, 근로소득은 작년 세후 총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하였다. 홍승아, 이

인선(2012)에 따르면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현재의 육아휴직급여 수

준이 낮은 것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였으

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출산, 육아휴직의 혜택

을 받은 남성 직원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앞의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근로소득과 남성의 육아휴직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8)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의 보도자료, 2012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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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특성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수는 0세부터 고등학생(재수생) 이

하의 자녀수로 계산하였으며, 범주가 1명부터 4명까지 존재한다. Harris

and Morgan(1991)에 따르면 자녀의 특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의 수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비근로소득의 경우 작년 한해의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이

전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지원금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금융

소득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

수입, 주식/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그리고 기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 또한 부동산 소득의 경우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준 것, 권리금 그리고 기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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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독

립

변

수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정률제 도입 이후

정책대상

월평균임금액수 200만 원 이하(정책 비

대상 남성), 월평균임금액수 200만 원

초과(정책 대상 남성)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 도입 이후에 긍정적 영향을 받

는 남성, 그 이외의 남성

남편과

배우자의

공통 변수

학력
무학~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2년제 대

학, 4년제 대학, 석사/박사

기업형태

민간부문: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외국

인회사, 법인단체, 무소속, 시민단체, 종

교단체

공공부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

기업규모

50명 미만,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모

름/무응답

주당 근로시간 주된 일자리의 주당 정규 근로시간

근로소득

작년 세후 총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남편: 2000만 원 이하, 2001~4000만 원,

4001~6000만 원, 6001만 원 이상

아내: 1000만 원 이하, 1001~3000만 원,

3001~5000만 원, 5001만 원 이상

배우자만

해당되는

특성

취업여부 미취업자, 취업자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상용직, 고용주/자영업자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모름/무응답

비근로소득

작년한해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사

회보험 + 이전소득 + 기타소득 + 근로

장려세제지원금

은 통제그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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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제 1 절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

구주이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여부의 결정 요

인을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형 변수

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6]과 [표 7]과 같다.

[표 6]에서 각 범주형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을 살펴

보면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의 경우 정액제(29.5%)가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정책대상의 경우 정책 대상 남성(25.4%)이 특히 낮다. 또한 정책

대상 남성이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로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 남성이 전체 표본의 약 92%에 달함을 의미한다. 월평

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남성의 비중이 8%밖에 되지 않는 것은 표본

이 직장이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으로 한정되어 대부분이 상용직이고 임시/일용직 남성이 배제

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편 본인의 특성에서는 4년제 대학(28%), 공공부문(29.5%), 500~999

명의 기업규모(36.4%)가 크게 높다. 배우자의 특성으로는 석사/박사

(20.4%)가 낮으며 배우자의 취업여부는 20%대 중반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의 특성으로 미성년자 자녀수는 20%대 중후반으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연속형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남편의 근로시간

은 휴직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약 41.7시간으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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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70.5% 29.5% 47.5%

정률제 도입 이후 77.4% 22.6% 52.5%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8% 31.2% 8.2%

정책 대상 남성 74.6% 25.4% 91.8%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7.5% 22.5% 48.6%

그 이외 남성 70.9% 29.1% 51.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6.9% 23.1% 22.0%

전문대/2년제 75.7% 24.3% 16.5%

4년제 대학 72.0% 28.0% 47.3%

석사/박사 75.0% 25.0% 14.2%

기업형태
민간부문 76.1% 23.9% 64.8%

공공부문 70.5% 29.5% 35.2%

기업규모

50명 이하 75.5% 24.5% 8.7%

50~99명 80.8% 19.2% 7.7%

100~299명 67.7% 32.3% 9.5%

300~499명 75.3% 24.7% 4.6%

500~999명 63.6% 36.4% 5.9%

1000명 이상 77.5% 22.5% 39.6%

모름/무응답 70.8% 29.2% 24.1%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75.0% 25.0% 2.8%

2001~4000만 원 72.6% 27.4% 41.2%

4001~6000만 원 75.0% 25.0% 40.0%

6001만 원 이하 75.6% 24.4% 16.0%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5.3% 24.7% 35.6%

전문대/2년제 74.6% 25.4% 23.0%

4년제 대학 71.6% 28.4% 34.9%

석사/박사 79.6% 20.4% 6.4%

취업 여부
미취업 74.8% 25.2% 52.4%

취업 73.3% 26.7% 47.6%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2.0% 28.0% 24.5%

2명 75.4% 24.6% 43.3%

3명 69.2% 30.8% 5.9%

모름/무응답 75.1% 24.9% 26.4%

근로소득의 경우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이 평균적으로 약 489만 원

으로 휴직을 사용한 남성(약 440만 원)에 비하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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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

성

본

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1.64612 5.365827 16 84

휴직미사용 41.71691 5.721698 9 90

가

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39.6963 1158.582 0 12000

휴직미사용 488.7911 2105.963 0 5000

로짓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각 설명변수에 대해 살펴보

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률제와 정책대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

률제의 승산비는 .491로 육아휴직수당이 정액제일 때보다 정률제 도입

이후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약 50% 낮아졌음

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률제와 정책대상의 교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정률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

용이 정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

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의 논문에서 독일이 정액제에서 정

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

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 개정

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정률

제 도입 이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

아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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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며 기업규모

가 500~999명인 직장에 종사하는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각각의 승산비는 1.359, 1.410, 1.677로 4년제 대학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

을 확률이 약 36% 높고,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은 약

41%정도 높으며 50인 이하의 소기업보다 500~999명이 종사하는 대기업

에 다닐 확률이 약 68% 높았다. 하지만 남편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

히 배우자가 석사일 경우 승산비가 .601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보다 석사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40%정도 낮았다. 하지만 아내의 취업여부는 남편의 육아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와 비

근로소득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대

기업에 다닐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률이 증가하여 기존의 Byrgen

and Duvander(2006),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아내의 교육수준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

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의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가 학력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용직이

나 대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여

력이 있어 남편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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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491 (.189) 0.064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569 (.165) 0.042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1.452 (.585) 0.35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46 (.229) 0.495

4년제 대학 1.359 (.239) 0.080

석사/박사 1.174 (.271) 0.489

기업형태 공공부문 1.410 (.237) 0.041

기업규모

50~99명 .665 (.200) 0.176

100~299명 1.465 (.385) 0.146

300~499명 .893 (.299) 0.737

500~999명 1.677 (.491) 0.078

1000명 이상 .818 (.184) 0.372

모름/무응답 .899 (.237) 0.686

근로시간 .998 (.011) 0.833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1.571 (.607) .242

4001~6000만 원 1.542 (.623) .284

6001만 원 이하 1.669 (.709) .229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915 (.153) 0.595

4년제 대학 1.066 (.172) 0.690

석사/박사 .601 (.169) 0.071

취업 여부 취업 1.065 (.123) 0.588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40 (.119) 0.222

3명 1.250 (.316) 0.377

모름/무응답 .868 (.141) 0.381

비근로소득 .999 (.000) 0.655

상수 .425 (.289) 0.208

Number of observations 1692

Prob > chi2 0.0031

Log likelihood -942.54397

Pseudo R2 0.0259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미취업(취업여부), 1명(미성년자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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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강학중, 유계숙(2005)은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그

렇지 않기 때문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가 처한 환경이 다름

을 인식하고 먼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형 변수의 기

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9]와 [표 10]과 같다.

[표 9]에서 정률제 도입의 각 독립변수 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

을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 이후(23.7%), 정책 대상 남성(26.3%), 정률제에

서 정책 대상 남성(24.1%)이 특히 낮았다. 남성 본인의 특성에서는 석사

/박사(32.1%), 500~999명의 기업규모(48%), 2001~4000만 원(27.5%)의 근

로소득, 4001~6000만 원(25.3%)의 근로소득, 6001만 원 이상(27.6%)의 근

로소득이 높았다. 반면 50~99명의 기업규모(15.6%)는 특히 낮았다. 기업

형태는 20%대 후반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의 특성에서 육아

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은 석사/박사(16.2%)가 특히 낮았고 300~499명

(33.3%)의 기업규모는 높았다. 반면 고용형태, 기업형태, 근로소득은

20%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미성년자 자녀 수 3

명 이상(35.7%)가 특히 높았다.

[표 10]의 연속변수의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약 41시간으로 비슷하였다. 아내의 근로시간 역시 남편의 육아

휴직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약 40시간으로 비슷하였다. 반면 가구의 비

근로소득의 경우 남편이 휴직을 하지 않은 가구는 약 332만원이었으나

남편이 휴직을 한 가구는 약 436만원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

구의 평균 비근로소득이 휴직하지 않은 가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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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69.8% 30.2% 46.5%

정률제 도입 이후 76.3% 23.7% 53.5%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9% 31.1% 7.6%

정책 대상 남성 73.7% 26.3% 92.4%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5.9% 24.1% 50.6%

그 이외 남성 70.6% 29.4% 49.4%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8.4% 21.6% 19.0%

전문대/2년제 75.0% 25.0% 15.4%

4년제 대학 72.5% 27.5% 49.3%

석사/박사 67.9% 32.1% 16.3%

기업형태
민간부문 74.9% 25.1% 61.4%

공공부문 70.7% 29.3% 38.6%

기업규모

50명 이하 75.9% 24.1% 9.8%

50~99명 84.4% 15.6% 8.0%

100~299명 65.3% 34.7% 8.9%

300~499명 66.7% 33.3% 4.1%

500~999명 52.0% 48.0% 6.2%

1000명 이상 77.7% 22.3% 36.1%

모름/무응답 71.8% 28.2% 26.8%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82.6% 17.4% 2.9%

2001~5000만 원 72.5% 27.5% 69.4%

5001~8000만 원 74.7% 25.3% 24.1%

8001만 원 이상 72.4% 27.6% 3.6%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7.4% 22.6% 29.1%

전문대/2년제 72.3% 27.7% 23.4%

4년제 대학 68.6% 31.4% 39.1%

석사/박사 83.8% 16.2% 8.4%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78.6% 21.4% 17.4%

상용직 71.9% 28.1% 65.3%

고용주/자영업자 73.4% 26.6% 17.3%

기업형태
민간부문 75.0% 25.0% 53.7%

공공부문 70.1% 29.9% 29.1%

기업규모

50명 이하 76.7% 23.3% 33.5%

50~99명 76.4% 23.6% 6.8%

100~299명 70.0% 30.0% 6.2%

300~499명 66.7% 33.3% 2.2%

500~999명 75.0% 25.0% 2.5%

1000명 이상 72.6% 27.4% 11.8%

모름/무응답 70.7% 29.3%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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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77.7% 22.3% 15.0%

1001~3000만 원 72.4% 27.6% 51.3%

3001~5000만 원 69.2% 30.8% 22.6%

5001만 원 이상 74.1% 25.9% 3.4%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2.4% 27.6% 24.7%

2명 74.9% 25.1% 45.0%

3명 이상 64.3% 35.7% 5.2%

모름/무응답 73.3% 26.7% 25.1%

[표 10]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성

본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1.1814 4.220514 16 66

휴직미사용 41.87627 5.147727 35 90

아내 근로시간
휴직사용 40.26124 7.296428 3 60

휴직미사용 40.06557 8.548017 3 72

가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36 1369.022 0 12000

휴직미사용 332.3153 1144.223 0 15200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각 설명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률제 도입

이후의 승산비는 .197로 정액제일 때보다 정률제 도입 이후에 맞벌이 남

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교호항의 경우 정률제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남성의 승산비는 3.568이

다. 이는 정률제 도입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맞벌이 남성들의 육

아휴직 사용이 그 이외의 맞벌이 남성들에 비하여 약 3.6배 증가하였음

을 의미한다.

정률제 도입의 경우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

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

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남성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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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일치하는 동시에 앞서 전체 표본

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

와 대조적이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외

벌이 남편보다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을 것

이다. 이 경우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사용여부에서도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 정률제를 도입한 이후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률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은 증가하였다. 제도의 대상

이 되는 맞벌이 남성에게 정률제의 도입은 효과적이었으나 맞벌이 남성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한 것은 제도 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률제 육아휴직수당은 소득대체

율이 40%이지만 그 상한액이 100만원이다. 이는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인 남성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수당이 월 100만 원으

로 무차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통

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기업의 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정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기업규모가 500~999명일수록, 근로소득이

2001만 원 이상일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근로

시간이 짧을수록, 50~99명이 종사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에 종사할수록 남

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았다. 50~99명과 500~999명의 기업규

모의 승산비는 각각 .455와 2.664이며, 이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50~99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55% 낮은 반면 500~999명의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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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2.5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의 경우 승산비는 .642로 근로시간이 긴 남성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2001~4000만원, 4001~6000

만원, 6001만 원 이상의 승산비는 각각 3.621, 3.807, 4.912로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근로소득을 버는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각각

약 3.6배. 약 3.8배, 약 4.9배 높음을 보여준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승산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소득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학력이 석/박사일 때 승산비는 .40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내를 둔 남편보다 석사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60%정도 낮았다.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한 변수들과

가구의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대기업에 다닐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

률이 증가하여 기존의 Byrgen and Duvander(2006), Lappegard(2008),

Sundstrom and Duvander(200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특

성의 경우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낮

다는 결과는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일치하였다.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아내의 직장과 관

련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맞벌이 남편이 육아휴

직을 결정함에 있어 아내의 직장의 특성보다는 남편 본인의 직장의 특성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남편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육아휴직

을 사용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은 직장에서 바쁜 남편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직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경력 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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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198 (.138) 0.020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324 (.140) 0.009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3.569 (2.562) 0.076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98 (.393) 0.581

4년제 대학 1.315 (.391) 0.358

석사/박사 1.718 (.609) 0.127

기업형태 공공부문 1.362 (.355) 0.236

기업규모

50~99명 .455 (.210) 0.089

100~299명 1.637 (.647) 0.213

300~499명 .979 (.480) 0.967

500~999명 2.664 (1.150) 0.023

1000명 이상 .652 (.227) 0.219

모름/무응답 .719 (.287) 0.408

근로시간 .642 (.161) 0.078

근로소득

2001~5000만 원 3.621 (2.391) 0.049

5001~8000만 원 3.806 (2.644) 0.054

8001만 원 이상 4.912 (3.976) 0.049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121 (.306) 0.676

4년제 대학 1.241 (.334) 0.421

석사/박사 .405 (.177) 0.038

고용형태
상용직 1.111 (.309) 0.704

고용주/자영업자 .925 (.564) 0.898

기업형태 공공부문 .974 (.284) 0.928

기업규모

50~99명 .951 (.363) 0.895

100~299명 1.072 (.401) 0.852

300~499명 1.249 (.681) 0.683

500~999명 .551 (.327) 0.315

1000명 이상 1.172 (.364) 0.610

모름/무응답 1.249 (.331) 0.400

근로시간 .998 (.0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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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001~3000만 원 1.335 (.373) 0.301

3001~5000만 원 1.545 (.504) 0.182

5001만 원 이상 1.263 (.680) 0.664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41 (.180) 0420

3명 이상 1.569 (.625) 0.258

모름/무응답 1.243 (.311) 0.383

비근로소득 1.000 (.000) 0.416

상수 .211 (.184) 0.075

Number of observations 805

Prob > chi2 0.0036

Log likelihood -433.74785

Pseudo R2 0.0715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임시/일용직(고용형태),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의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아내의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제 3 절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외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를 분

담해야 하는 맞벌이 남편과 처한 환경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맞벌이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이어 외벌이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비중과 연속

형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아래 [표 12]와 [표 13]과 같다.

[표 12]에서 각 독립변수 별 육아휴직 사용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액제(29%), 정책 비대상 남성(31.2%)이 높고 정률

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21%)가 낮지만 모든 범주가 20%대를 기록하고

있어 나머지 범주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 남성 본인의 특성의 경우 석/

박사(16.5%)와 6001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9.1%)이 특히 낮았다. 기업형

태는 전 범주가 20%대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 본인의 특성

이외에 배우자의 학력과 미성년자 자녀의 수는 전 범주가 20%대 중반으

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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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별 육아휴직 사용 미사용 비중

변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휴

직 사용
비율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액제 71.0% 29.0% 48.3%

정률제 도입 이후 78.4% 21.6% 51.7%

정책대상
정책 비대상 남성 68.8% 31.2% 8.7%

정책 대상 남성 75.4% 24.6% 91.3%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79.0% 21.0% 46.8%

그 이외 남성 71.1% 28.9% 53.2%

남편

본인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5.8% 24.2% 24.7%

전문대/2년제 76.1% 23.9% 17.5%

4년제 대학 71.5% 28.5% 45.5%

석사/박사 83.5% 16.5% 12.3%

기업형태
민간부문 77.0% 23.0% 67.8%

공공부문 70.2% 29.8% 32.2%

기업규모

50명 이하 75.0% 25.0% 7.7%

50~99명 77.3% 22.7% 7.4%

100~299명 69.7% 30.3% 10.0%

300~499명 81.8% 18.2% 5.0%

500~999명 75.5% 24.5% 5.5%

1000명 이상 77.2% 22.8% 42.7%

모름/무응답 69.8% 30.2% 21.7%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68.9% 31.1% 18.5%

2001~4000만 원 76.8% 23.2% 62.6%

4001~6000만 원 69.8% 30.2% 13.1%

6001만 원 이상 90.9% 9.1% 5.8%

배우자

특성
학력

고등학교 이하 74.0% 26.0% 41.6%

전문대/2년제 76.6% 23.4% 22.7%

4년제 대학 75.0% 25.0% 31.2%

석사/박사 72.5% 27.5% 4.5%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1명 71.6% 28.4% 24.3%

2명 75.9% 24.1% 41.6%

3명 72.4% 27.6% 6.5%

모름/무응답 76.6% 23.4% 27.5%

[표 13]의 연속변수의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약 42시간으로 비슷하였다. 반면 가구의 비근로소득의 경우 남

편이 휴직을 하지 않은 가구는 약 628만원이었으나 남편이 휴직을 한 가

구는 약 443만원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구의 평균 비근로소득

이 휴직하지 않은 가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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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속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남성

본인
근로시간

휴직사용 42.09417 6.252575 35 84

휴직미사용 41.57014 6.190882 9 84

가구 비근로소득
휴직사용 443.2601 914.1066 0 7000

휴직미사용 628.2775 2681.095 0 5000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의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Geisler and Kreyenfeld(2011)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

직 사용률이 증가하였다는 결론과 앞선 맞벌이 부부의 분석에서 교호항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외벌이 남성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아내의 존재로 인하여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의 필요

성이 적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의 오랜 육아

휴직도 맞벌이 남성보다는 적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

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제도가 개

정되었어도 외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유의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률제 도입 이외에도 외벌이 남성의 경우 많은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

았고 오직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크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로소득의 경우 6001만 원 이상의 승산비는 0.329로 2000만 원 이하 근

로소득을 버는 남성보다 근로소득으로 6001만 원 이상을 버는 남성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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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을 사용할 확률이 약 70%가 낮음을 의미한다. 비근로소득의 경우

승산비는 .164였다. 이는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커질수록 남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육아휴직의 사용여부에 유의한 변수들이 많지 않은 것은 외벌이 부부

의 경우 남편 본인이나 배우자, 가구 또는 정률제 도입이 아닌 문화적

한계와 인식의 변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벌이 부부는 미취업자인 아내가 육아를

전담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필요성이 맞벌이에 비하여 적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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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외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이항 로짓분석 결과

변수
Odds ratio

(Std. Err.)
유의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701 (.355) 0.483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876 (.371) 0.756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939 (.503) 0.907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099 (.289) 0.718

4년제 대학 1.371 (.312) 0.166

석사/박사 .758 (.266) 0.430

기업형태 공공부문 1.365 (.266) 0.198

기업규모

50~99명 .709 (.299) 0.415

100~299명 1.127 (.424) 0.750

300~499명 .600 (.299) 0.305

500~999명 .992 (.452) 0.987

1000명 이상 .770 (.251) 0.423

모름/무응답 .837 (.321) 0.644

근로시간 1.386 (.787) 0.565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793 (.197) 0.348

4001~6000만 원 1.230 (.401) 0.528

6001만 원 이상 .329 (.221) 0.088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833 (.189) 0.422

4년제 대학 .981 (.218) 0.933

석사/박사 1.123 (.478) 0.785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07 (.163) 0.289

3명 .955 (.331) 0.894

모름/무응답 .724 (.168) 0.163

비근로소득 .164 (.172) 0.072

상수 .624 (.302) 0.331

Number of observations 886

Prob > chi2 0.0269

Log likelihood -479.06095

Pseudo R2 0.0416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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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처럼 종속변수가 휴직여부와 휴직일수의 2개로 설정된 경

우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표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당부

분을 잃거나 회귀계수의 추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종속변수가 절단(censored)된 자료일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으로 종속변수의 절단을 고려한 분석방법인 Heckman 2단계 추정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휴직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면서

휴직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이에

휴직을 사용한 남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절단된 자료형태의 선형회귀분석

(OLS)을 실시하여 휴직남성의 휴직일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였다.

제 1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

구주이며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 중 휴직을 신청한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여

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5]와

같다.

정률제 도입의 경우 정률제의 평균이 약 0.46임을 볼 때 전체 표본에

서 정액제과 정률제 도입 이후의 가구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대상의 경우 평균이 약 0.9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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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임금이 200만 원이 넘는 남성이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월평균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남성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표본이 직장이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으로 한정되어 99% 이상이

상용직으로 구성되어 임시/일용직이 배제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월

평균임금이 상향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약 2.5임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약 2.1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기업형태의 평균은 약 0.4으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민간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남편의 기업규모의 경우 평균이 약 4.4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

성들이 평균적으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의 경우 평균이 약 0.49로 전체 표본에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구성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 자녀수는

평균적으로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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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589041 .4988781 0 1

정책대상 .9018265 .2978894 0 1

정률제*정책대상 .4223744 .4945023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589041 .9543678 1 4

기업형태 .4018265 .4908279 0 1

기업규모 4.401254 1.829733 1 6

근로시간 41.64612 5.365827 16 84

근로소득 2.136986 .4481868 1 4

배우자

특성

취업여부 .4908676 .5004883 0 1

학력 2.143836 .95186 1 4

가구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49235 .6445556 1 4

비근로소득 439.6963 1158.582 0 12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기업형태(공공부문=1), 배우자 취업여부(취업자=1),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

=1),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

명 이상=6), 근로소득(2000만 원 이하=1, 2001~4000만=2, 4001~6000만=3,

6001만 원 이상=4), 미성년자 자녀수(명)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 먼저 정률제 도입에서 정률제

도입 이후와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특히 교호항의 회귀계

수는 99.747이었다. 이는 월평균임금이 200만원이 넘어 육아휴직제도 개

정에 영향을 받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육아휴직수당의 정률제 도

입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률제 도입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짓 회귀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론과 대조적이다. 이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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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

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전 연구의 예측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률제 도입의 회귀계수는 –85.383으로 2011년 육아휴직 수당에

정률제를 도입한 이후 남성이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더 짧게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률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은 육아휴직

을 더 오래 사용하였다. 제도의 대상이 되는 남성에게 정률제의 도입은

효과적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일수가 감소한 것은 제도 외적

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규모,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남편이 석/박사인 경우가 특히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는 91.324로 석/박사인 남성이 고등학교 이

하의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의 경우 100~299명, 300~499명, 1000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이 특히

유의하였으며 각각의 회귀계수는 84.733, 77.026, 88.209이다. 이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이 육

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의 회귀계수는

106.599로 오래 근로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의 특성의 경우 학력과 취업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배우자가 석/박사인 경우 회귀계수는 –96.07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를 둔 남성보다 석/박사인 아내를 둔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낮았다. 취업여부의 회귀계수는 32.429로

맞벌이 남성이 외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와 비근로소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미성년자 자녀의 수가 4명일 때 회귀계수는 163.609로 미성

년자 자녀가 1명일 때보다 4명의 다자녀를 가진 남성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비근로소득의 회귀계수는 0.012로 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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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이 높고 대기업에 다닐수록 육아휴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Byrgen and Duvander, 2006;

Lappegard, 2008; Sundstrom and Duvander, 2002) 아내가 석/박사인 남

성이 아내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보다 육아휴직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앞에서 이루어진 전체 표본에 대한 로짓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했던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대조적

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며, 로짓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였던 기업형태는 다중선형회귀분석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 제2항9)과 국

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10) 등에 근거하여 신분이 보장

된다. 때문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

다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신분에 대한 불안이 덜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는 공공부문

여부보다는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등이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

외벌이 남성보다 맞벌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한다는 분석

결과는 강학중, 유계숙(2005)의 논문에서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 때문에 매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대

상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론을

통하여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결정할 때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상

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9)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0)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은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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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

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85.383 (48.847) 0.081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19.079 (33.695) 0.572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99.747 (50.824) 0.049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20.997 (26.419) 0.427

4년제 대학 32.124 (24.317) 0.187

석사/박사 91.324 (31.054) 0.003

기업형태 공공부문 30.931 (20.842) 0.139

기업규모

50~99명 32.818 (39.949) 0.412

100~299명 84.734 (32.458) 0.009

300~499명 77.027 (43.144) 0.075

500~999명 41.946 (35.778) 0.242

1000명 이상 88.209 (28.367) 0.002

모름/무응답 110.681 (32.593) 0.001

근로시간 106.599 (62.598) 0.089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98.841 (48.092) 0.040

4001~6000만 원 69.299 (52.318) 0.186

6001만 원 이상 109.542 (78.242) 0.162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3.386 (22.505) 0.880

4년제 대학 -3.013 (21.861) 0.890

석사/박사 -96.075 (37.347) 0.009

취업 여부 취업 32.429 (14.829) 0.029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8.131 (18.016) 0.652

3명 -26.739 (32.475) 0.411

4명 163.609 (90.142) 0.070

모름/무응답 -29.963 (20.882) 0.152

비근로소득 .012 (.006) 0.044

상수 -48.00 (51.442) 0.351

Number of observations 438

F(26, 441) 3.81

Prob > F 0.0000

R-squared 0.1941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취업(취업여부),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정액제(정률

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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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논문 또한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독립변수 각각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17]과 같다.

정률제의 평균이 약 0.46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액제과 정률제 도

입 이후의 표본이 고르게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남편

의 평균은 약 2.75이고 배우자는 약 2.30으로 남편이 더 높았다. 기업형

태의 경우 남편은 약 0.43이고 아내는 약 0.41로 남편과 아내 모두 평균

적으로 민간부문에 가까웠다. 기업규모의 경우 남편은 평균 약 4.3으로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종사하였음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약 2.7로 중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약 41시

간으로 비슷하였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2001~4000만

원임에 반하여 아내의 평균은 1001~3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평균적으

로 남편이 주된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맞벌이 부

부의 미성년 자녀의 수는 평균 1.75명이었으며 비근로소득은 약 407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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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607843 .499686 0 1

정책대상 .9117647 .2843345 0 1

정률제*정책대상 .4411765 .4977492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754902 .9409803 1 4

기업형태 .4313725 .4964863 0 1

기업규모 4.368056 1.792551 1 6

근로시간 41.18627 4.295101 16 66

근로소득 1.892157 .5598533 1 3

배우자

특성

학력 2.308824 .908425 1 4

고용형태 2.039216 .551247 1 3

기업형태 .408284 .4929769 0 1

기업규모 2.677686 2.013351 1 6

근로시간 40.51775 6.692634 9 60

근로소득 2.294118 .8432664 1 4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54967 .6106487 1 3

비근로소득 407.0098 1231.797 0 12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1),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고용형태(상용직=1), 기업형태(공공부문=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

명 이상=6), 남편 근로소득(2000만 이하=1, 2001~4000만=2, 4001만 이상=3),

아내 근로소득(1000만 이하=1, 1001~3000만=2, 3001~5000만=3, 5001만 이상

=4), 미성년자 자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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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8]과 같다. 정률제 도입은 교호항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86.908이었다. 이는 맞벌이 남성을 대상

으로 한 로짓 분석에서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로

짓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외벌이 남편보다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으므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제도의 개정이 사용여부와 사용일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본인의 특성의 경우 학력, 기업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기업형태,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 석/박사가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107.321로 석/박사인 남

성이 고등학교 이하의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

다. 기업 규모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

는 121.996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육아휴

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남편 이외에 배우자의 경우 고용형태,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주/자영업자의 회귀계수는 각각 –

80.026과 –164.783이었다. 이는 임시/일용직인 아내를 둔 남편보다 상용

직 또는 고용주/자영업자인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3001~5000만원이 통계

적으로 특히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는 92.6846이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의 낮은 근로소득을 버는 아내를 둔 남편보다 3001~5000

만원의 근로소득을 버는 아내를 둔 남편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임시/일용직이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아내를 둔 1000명 이상

이 종사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석/박사 남편일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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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확률이 높았다. 아내가 임시/일용직인 경우 아내가 육아휴직과 같은

각종 수당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아내의 근로소득이 높

을수록 남편이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남편이 휴직하는 동안에

도 아내의 근로소득이 높으면 이를 통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남성에 대한 로짓 분석에서 남성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아내의 고용형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는 육아휴직의 사용여부와 사용

일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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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

확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106.767 (92.600) 0.251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37.989 (52.531) 0.471

정률제*정책대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86.907 (95.348) 0.060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18.033 (46.951 0.701

4년제 대학 26.995 (48.206) 0.576

석사/박사 107.3209 (53.537) 0.047

기업형태 공공부문 -23.392 (34.068) 0.493

기업규모

50~99명 51.726 (65.239) 0.429

100~299명 80.246 (51.843) 0.124

300~499명 100.108 (62.811) 0.113

500~999명 82.765 (54.895) 0.134

1000명 이상 121.996 (46.751) 0.009

모름/무응답 151.029 (51.632) 0.004

근로시간 -.813 (2.740) 0.767

근로소득
2001~4000만원 42.928 (34.992) 0.222

4001만 원 이상 -12.734 (49.194) 0.796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42.567 (45.407) 0.350

4년제 대학 18.788 (45.187) 0.678

석사/박사 -82.809 (64.106) 0.198

고용형태
상용직 -80.026 (41.437) 0.045

고용주/자영업자 -164.783 (86.506) 0.049

기업형태 공공부문 35.782 (37.352) 0.339

기업규모

50~99명 -92.205 (51.486) 0.075

100~299명 -34.758 (49.832) 0.486

300~499명 -86.302 (69.696) 0.217

500~999명 -22.215 (81.865) 0.786

1000명 이상 -33.059 (42.297) 0.436

모름/무응답 -53.317 (35.041) 0.130

근로시간 -1.808 (2.025) 0.373

근로소득

1001~3000만원 28.898 (38.645) 0.456

3001~5000만원 92.684 (46.419) 0.047

5001만 원 이상 29.056 (51.612) 0.574



- 48 -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3.705 (28.505) 0.897

3명 이상 19.379 (52.052) 0.710

모름/무응답 -63.817 (33.866) 0.061

비근로소득 .004 (.009) 0.666

상수 315.2583 0.363

Number of observations 204

F(36, 167) 2.09

Prob > F 0.0010

R-squared 0.3102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고등학교 이하(학력), 임시/일용직(고용형태),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

하(기업규모), 3000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아내 근로

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대상)

제 3 절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육아휴직을 1일 이상 사용한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외벌이 남성이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확률이 더

낮았으며 강학중, 유계숙(2005)의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가 처한 상

황이 다르다고 본 논문에 따라 맞벌이 남성에 이어 외벌이 남성을 분리

하여 분석하였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 19]와 같

다.

학력의 경우 남편의 평균은 약 2.4이고 아내의 평균은 약 2로 남편이

평균적으로 아내보다 학력이 더 높았다. 기업형태의 경우 평균이 0.4로

외벌이 남성이 평균적으로 민간부문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기업규

모의 경우 평균이 약 4.5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이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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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각 독립변수 별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률제 도입

정률제 .4439462 .4979658 0 1

정책대상 .8923767 .3106013 0 1

정률제*정책대상 .3901345 .4888776 0 1

남편 본인

특성

학력 2.439462 .9418516 1 4

기업형태 .3811659 .486758 0 1

기업규모 4.460606 1.849512 1 6

근로시간 42.09417 6.252575 35 84

근로소득 2.156951 .452753 1 3

배우자 특성 학력 1.977578 .9700188 1 4

가구의 특성
미성년 자녀수 1.728916 .6266854 1 3

비근로소득 443.2601 914.1066 0 7000

연속변수: 근로시간, 비근로소득

더미변수: 정책대상(영향 받음=1), 정률제*정책대상(영향 받음=1), 기업형태(공공부문

=1), 정률제(정률제 도입 이후=1)

범주변수: 학력(고등학교 이하=1, 전문/2년제 대학=2, 4년제 대학=3, 석사/박사=4), 기업

규모(50명 이하=1, 50~99명=2, 100~299명=3, 300~499명=4, 500~999명=5,

1000명 이상=6), 근로소득(2000만 원 이하=1, 2001~4000만=2, 4001만 원 이

상=3), 미성년자 자녀수(명)

로 300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특성에서 외벌이 남성은 평균적으로 약 1.72명의 미성년자 자

녀가 있었으며 비근로소득은 약 443만원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맞벌

이 가구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약 407만원인 것을 볼 때, 육아휴직을 사

용한 외벌이 가구의 비근로소득이 약 10%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 50 -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20]과 같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정률제 도

입에서 교호항만이 유의하였으며 그 계수는 140.233이었다. 월평균임금

200만 원 이상의 정률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벌이 남성들이 육아휴

직수당이 정률제로 개정 된 이후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하게 된 것이

다.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사용일수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육아휴직수당 제도의 개정으

로 인하여 육아휴직일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제도의 개정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편 본인의 특성에서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 특히 석/박사가 유의하였고 계수는 85.847이었

다. 이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보다 석

/박사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업

형태의 경우 계수의 크기는 54.494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공

공부문에 종사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구의 특성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계수는 .034였다. 이는 외벌이 남성이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남성이 대기업일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육아휴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Byrgen and Duvander(2006)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로짓 분석에서

학력, 기업형태, 기업규모, 교호항 등이 유의하지 않은 대신 근로소득이

유의하였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외

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짓 분석이 결

과와 공통적으로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유의하였다. 이는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시에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비근로소득의 크기가 육아휴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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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육아휴직을 사용한 외벌이 남성을 대상으로 다중 선형 회귀 결과

변수 Coef. (Std. Err.)
유의확

률

정률제

도입

정률제 정률제 도입 이후 -77.123 (64.478) 0.233

정책대상 정책 대상 남성 -20.054 (53.013) 0.706

정률제*정책대

상

정률제에서

정책 대상 남성
140.232 (67.208) 0.038

남편

본인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48.509 (35.263) 0.170

4년제 대학 25.071 (29.595) 0.398

석사/박사 85.847 (45.039) 0.048

기업형태 공공부문 54.494 (29.827) 0.069

기업규모

50~99명 70.506 (52.397) 0.180

100~299명 107.226 (45.793) 0.020

300~499명 27.552 (63.904) 0.667

500~999명 7.315 (56.203) 0.897

1000명 이상 63.321 (40.452) 0.119

모름/무응답 65.810 (47.275) 0.165

근로시간 1.325 (1.632) 0.418

근로소득
2001~4000만 원 89.579 (60.734) 0.142

4001만 원 이상 62.653 (65.641) 0.341

배우자

특성
학력

전문대/2년제 .656 (28.380) 0.982

4년제 대학 19.394 (27.457) 0.481

석사/박사 -79.262 (50.905) 0.121

가구

특성

미성년자

자녀 수

2명 -4.779 (25.579) 0.852

3명 -20.289 (42.276) 0.632

모름/무응답 1.645 (29.315) 0.955

비근로소득 .034 (.011) 0.003

상수 -126.382 (98.339) 0.200

Number of observations 223

F(23, 199) 2.40

Prob > F 0.0006

R-squared 0.2170

주: 유의수준: p<0.1; p<0.05; p<0.01

통제변수: 정액제(정률제), 정책 비대상 남성(정책대상), 그 이외의 남성(정률제*정책

대상)고등학교 이하(학력), 민간부문(기업형태), 50명 이하(기업규모), 2000

만 원 이하(남편 근로소득), 1명(미성년자 자녀수)

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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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나라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전체 육아휴직자 69616명 중 남성은 2293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남녀 간 역할 공유

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의 역할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 아버지와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저조한 남성의 유아휴직을 높일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 이루어져 양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등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

는 것에 그칠 뿐(김연진 2013),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계량 연구가 부족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

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다.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중 육아휴직 실제 사용 휴가일

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개인용, 가구용 패널 12차~1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가구주이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본인 또한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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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거나 본인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

이 있는 남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표본을 대상을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정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

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정률제 도입 이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

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

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아내와 육아를 분담해야 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을 휴직 할 가능성도 더 높을 것이다. 이 경

우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이 제도 개정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앞선 연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상인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상한액 월 100만 원으로

무차별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하

는 주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증가

하지 않았다. 외벌이 남성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아내의 존재로 인하

여 맞벌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30일 이상의 오랜 육아휴직도 맞벌이 남성보다는 적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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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

지라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가 개정되었어도 외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유의

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의 경우 전체 표본, 맞벌이 부부 그리

고 외벌이 부부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휴직제도 개정에 영향을 받는 남

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육아휴직수당의 정률제 도입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일지라

도 30일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제도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제도의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여부보다는 육아휴직 사

용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전 연구의 예측을 확인시켜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우선 기존의 남성의 육아휴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가 많았다. 사례연구는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제한된 변

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적 경향을 밝히려는 표본연구나 통계적

연구와는 달리 한 대상의 여러 변인을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는 특

징을 가진다. 따라서 사례연구는 한 대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인들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사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

점이 있다.11) 본 논문은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

구들이 사례분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택한 남

11) [네이버 지식백과] 사례연구법 [case study method, 事例硏究法] (두산백과)



- 55 -

성의 표본이 적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문화적 한

계와 인식의 변화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현상에 대

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유의미한 특성을 통계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는 있지만, 상관관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해당 변수들이 원인

이 되는지는 해당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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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s Parental Leave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 Fixed rate in 2011

Son Yun Jin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precedent studies on paternity leave pay much attention to

qualitative research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why taking

paternity leave in Korea is limited, the quantitative research on

changes in the time-off system is not enough. Considering the fact

that as of 2011, paid parental leave scheme was revised to a fixed

rate in relative income poverty of 40 percent from a flat rate of

500,000 won a month,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impacting on whether the leave is taken and on how many

days are used for the time-off, centering on the effect of the fixed

rate system introduced in 2011 by dividing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double-income and single-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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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 of analyzing whether paternity leaves are taken indicates

that as for double-income family, the revised regime helps hugely

increase the number of men getting benefits of the system while in

the case of the other group, single-income family, the figure almost

remains without meaningful increas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udying the length of the leave, both of the groups show

meaningful rise in its length when it comes to the men who receive

benefits of the revised fixed rate system. This has implications for

whether to take a paternity leave especially for the men in the

low-income bracket among the group of double-income family due to

the volume of support funds. What is more, this study finds that the

volume of support is a major determinant of the length of paternity

leaves to double-income as well as single-income families.

keywords : paternity leave, fixed rate, double-income family,

single-incom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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