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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성의 돌봄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부모·부성휴가제도 효과의 차이 분석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 미 진

   본 연구는 국가의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당수

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혹은 출산율 등 일부분

의 이슈에만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인 남성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전

체적인 일·가족양립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개선방안 역시 제한될 수밖

에 없다. 소수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다룬 연구들은 가구 내 부부의 역할분담만

을 확인하고, 남성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결과를 축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거시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부모·부

성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어떤 요인

들이 남성 돌봄시간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

달은 남성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가? 둘째,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은 남

성의 돌봄시간의 확대 혹은 축소와 관련이 있는가? 셋째,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 특성이 조절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럽의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2015년 자료와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를 통합하여 개인수준 데이터셋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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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Leave Network 보고서, Euro Statistics, OECD Statistics 등의 거시자료를 

미시자료와 결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18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고, 생산인구연령에 속하는 취업 남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에 포함

된 최종 대상자는 25개 국가의 11,642명이었다. 남성의 돌봄시간은 얼마나 자주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10점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일·가족양립정책은 

부모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 인센티브제도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부모·

부성휴가제도는 소득대체율이 66% 이상 되는 높은 급여 기간과 전체 유급기간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인센티브제도는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제가 

있는지 여부와 육아기에 유연근무를 보장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부

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도의 발달이 직접적

으로 남성의 높은 양육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가족양립정책과 돌봄시간은 정의 관계를 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

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Boll et al., 2014),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분석대상 

및 데이터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석대상을 남녀 전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에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진 남성만을 대상

으로 삼아, 제도의 주효과가 포착되지 않았고, 다년도를 통합하지 않고 1개 년도

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상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둘째, 남성 노동시간의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과 돌

봄시간은 역관계를 보여 시간가용이론이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돌봄시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

는다는 주장도 존재하였으나(Haas & Hwang, 2008), 본 표본에서는 그러한 경향성

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시간 자율성과 남성 돌봄시간은 정관계로, 경

계확장자원이론 역시 본 표본에서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남성들은 여전히 생계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러한 남성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직장

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의 재량권을 활용한다는 일부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나(Mazmanian et al., 2013), 이러한 자율성의 역설이 본 자료에서는 설명력

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층위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다층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부모·부성휴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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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조절됨이 실증되었다. 다시 말하

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시간 특성과 맞물렸을 때 남성 돌봄시간을 의미있게 설명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한 상호작용 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제도는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었

다. 즉 노동시간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때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제도가 제공되면 

남성은 돌봄시간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하였고,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급

여 부모휴가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돌봄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 또한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돌봄시간 증가가 나타났고, 자율성이 낮은 경우 제도의 발달이 돌봄시

간을 견인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급여 부성휴가제도는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가장 잘 구현되었다. 장시간 노동집단은 아무리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

제도가 제공되더라도 가용시간의 제약으로 돌봄시간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단시간 노동집단은 노동 이외의 시간을 여가나 다른 활동에 

배분하기 보다 자녀 돌봄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넘어 양육자로서의 남성의 위치를 정립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남

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제 및 유연근무 가능 여부는 장시간 노동집단

과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욱 효과가 두드러졌다. 노동시간이 길거

나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직장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확률이 높아 부모휴

가제도 접근성이 더욱 제한될 수 있는데,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할 때 더 관대

하게 재정 지원을 하거나, 보너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촉발요인이 있

으면 이러한 불안정 노동집단에게 부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

고, 이는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나 시차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불안정 노동집단의 가족화 및 부성권 강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암

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가족양립 이슈

를 시간 자료에 기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일·가족양립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던, 

이로 인해 사회정책적 방안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남성을 전면적으

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 이슈를 가족 

측면에 천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 고용률, 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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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 경제지표나 합계 출산율과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일·가족양립 정도를 파

악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소득이나 노동시장참

가율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었다(Rege & Solli, 2013; Cools et al., 2015; Ekberg 

et al., 2013). 일과 가족을 양립하였을 때 경제적 성과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치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가 남성의 미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Rege & Solli, 2013)를 

근거로 남성의 돌봄시간 축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결과나 성과물을 포착하기 어렵더라도 아동의 발달, 성평등 함양, 일과 생활

의 균형 등 삶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시적 비효율성

을 감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 함의

를 갖는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의 부족 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조망함으로

써 그동안 남성의 저조한 양육 참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

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남성 돌봄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특성

이나 부부의 특성 등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의 낮은 

양육 참여의 원인이 자칫 남성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인식 때문이거나, 배우자보

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교육수준 등 개인이 갖는 결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춰

질 소지가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초한 정책 대안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불충분한 돌봄시간의 원인을 남성 개인 및 가구 내부의 요소에

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돌봄 환경을 둘러싼 노동시간 특성 및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규명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을 대상으로 부모·

부성휴가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남성에게 유용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

증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제도의 효과성 연구는 제도가 미치

는 영향이 남녀 구분 없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한계가 있었다. 적지 않은 이론적 논의들에서 일·가족양립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함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부모휴가제도

라도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남녀가 다르게 작동될 것이라

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남녀를 구분하였고,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

았던 집단인 남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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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성휴가제도의 단순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노동시간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부성휴가제도는 남성 돌봄시

간과 유의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생각해보

면, 전체 일하는 부모를 위해 도입된 부모휴가, 부성휴가, 인센티브 제도들이 일

하는 남성 집단에게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부 집

단에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집단의 차이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과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제도의 발달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외관 확장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제도의 양적 증대는 오히려 개

인이 처한 노동환경에 따른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 및 가족화 수준의 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숙고가 요구된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점검할 필요

가 있음을 밝혔다. 정책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요인들임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Hochschild & 

Machung, 2003), 노동시간 특성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

과,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부성휴가제도가 아닌 노동시

간 특성임이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 및 부성휴가를 제공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높은 집단

의 남성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가족양립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문화를 지목하였으나(김영미, 류연규, 2016), 경험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의 영역에 있던 일·가족양립정책과 남성 노동

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개인단위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분석한 함의를 지니고, 

이러한 발견이 남성 일·가족양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실증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

한다. 

주요어: 일·가족양립, 부성, 돌봄시간, 부모·부성휴가제도, 노동시간, 노동시간 

자율성, 다수준모형,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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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가의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동시간 특성은 노동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노동시간 자율성을 함께 고려함으로

써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남성의 돌봄시간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착하

고자 한다. 또한 일·가족양립정책으로서의 부모휴가 및 부성휴가제도와 인센티

브제도가 어떠한 노동시간 조건에서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증 분석한다.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고, 가족 내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직장

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제다.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노동시

장’과 ‘가족’의 두 축을 정립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관점을 너머 

미래 사회의 주축인 어린 자녀의 질적 성장 및 가족 기능 강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Heckman, 2008: 91).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인 젊은 남녀가 가족을 형

성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는 저출산, 딩크족,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 등 광범

위한 사회 이슈와도 결부되어 정책가(policy makers), 기업가(entrepreneur), 개인

(individuals)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Eurofound, 2018).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여건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에 적합할까?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은 항상 시간 부족에 허덕이며, 전일제 맞벌이를 하는 경

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개 부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상대적으로 고

임금인 쪽이 직장에 매진하고 임금률이 낮은 쪽은 직장과 집안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애쓴다. 확률적으로 남성이 고임금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요소

가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를 고착화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덜 매력적인 노동자로 낙인을 찍어,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승진

에서 누락되고 임금 차별을 받는 등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OECD, 

2017).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사회 분위기를 주도할 때, 젊은 여성들은 

합리적인 판단 하에 더욱 더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

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노동시장의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의 선호와 

의지가 왜곡되었다면(송다영, 2009), 사회적 개선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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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이중부담의 고통에 허덕인다면,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직장에서의 성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쉽게 노출되고, 타율적이고 불균형적인 생

활 패턴을 갖게 된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

내고 싶어도 다음 날의 업무 부담으로 인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휴식 및 재생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패턴이 만성화되면, 결국 남성들은 자녀가 성장

할수록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나 친밀감의 부족으로 가족 내의 교류에서 배

제되고 고독한 생계부양자에 그치게 된다. 남성의 돌봄 참여는 여성 고용률을 증

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등 남성 돌봄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가족 내 양

육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한 오늘날의 현실을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채화

영, 2012; 황정해, 2006; Leira, 1998).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 훈육의 역할

만을 담당하는 것이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면,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가정적인 남편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일상 스케줄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적지 않다.

   이처럼 일과 가족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녀 각각 다르고 저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일·가족양립

의 주체로 여성만을 상정하고 남성의 존재를 간과하였다. 이는 일·가족양립의 

척도로 여성의 고용률, 출산율 등의 거시변수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선행연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야기된 돌봄의 공백(care 

deficit) 문제는 여성의 변화만으로는 온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또 다른 

절반인 남성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시급하다. 많은 연구들에서 

돌봄의 위기를 해소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며, 아동의 웰빙을 증가시키고, 출산

율 고양뿐 아니라, 일과 가족의 갈등을 줄이는 전략으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증

가를 논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 위에 있다(Crespi & Ruspini, 2016; Daly, 2002; 

Hook, 2006; Gornick & Meyers, 2003; Hochschild & Machung, 1995; Knijn & 

Kremer, 1997).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델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정된 만큼(Daly, 2011; Crompton, 1999), 본 연구는 남성을 일·가족양립

의 그림 내에 위치시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남성의 돌봄시간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미시적으로 가구 내 시간배분에만 초점을 두어 입체적인 현상 파악이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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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의 환경 및 사회문화적인 제약조건이 남성의 일상생활을 제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Heilman et al., 2017), 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개인 수

준의 요인으로 남성 돌봄시간을 추정하는 연구들(Meteyer & Perry-Jenkins, 2010; 

주은선, 2014 등)과 더 나아가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 남성 개인 특성과 돌봄시간

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연구들(Bonke & Esping-Andersen, 2011)은 

개인 및 부부의 인적특성과 상대적 자원에 의한 돌봄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틀

로 유용하다. 하지만 남성의 저학력, 저소득,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남성 돌봄시

간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사실과 여성의 고학력, 고소득, 진보적인 성역할태도 등

이 남성 돌봄시간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함의는 남성 돌봄시간 부족 문제의 해

결방안으로 가구 내 시간 사용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 부족 문제를 가구 외적인 요소로 

확장하여 남성의 노동시간 요인 및 거시요인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자

본주의 체제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새롭게 재편하지 않는 이상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래쉬(Lasch, 1997)의 경고와 같이, 시장영역

에서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을 바라기는 어렵다. 이때, 일하는 부모의 노동

권 및 부모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성이 드러나

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국가에서는 남성의 돌봄시간 확보 가능성은 노동시

장의 상황에 큰 폭으로 의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시장경제체제가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완화 시켜주기 위한 일·가족양립정책의 도입은 남성의 생활 패턴을 유의미하게 

개선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남성의 돌봄시간을 견인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휴가제도와 일과 개인 생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육아기 유연

근무제 도입의 효과를 검토한다. 휴가제도는 남성의 직장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가족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연근무제는 직장을 중단하

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 등을 유연하게 변형시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노동시간 조건에서 유효하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일·가족양립정책은 현저히 발달하였으나, 그에 

비해 개인의 일상은 너무나도 더디거나, 선별적으로 변화되어왔는데, 이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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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되는 원리를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가족양립정책은 국

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책과 직장을 통해 부여되는 정책으로 양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발휘되는 차별적

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제도가 실제로 발현되는 상황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제도의 온전한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시간 요인들이 국가 정책의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보육서비스,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들과는 달리 일·가족양립정책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직장을 통해 개인이 활

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일·가족양립정책이 발달하였더라도, 개인

수준에서 남성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거나, 경직적인 노동시간을 갖는다면, 이러

한 노동시간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돌봄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

하지만, 간접적으로 부모권 신장을 위한 휴가제도나 유연근무제도의 활용도 용이

하지 않게 된다. 제아무리 정책이 발달하더라도 남성이 처한 노동시간의 특성이 

일·가족양립에 적합하지 않다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 노동시

간 상황의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육아휴직제도의 개

선1)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육아휴직 사용률의 증가나 

남성의 돌봄 참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시간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마다 노동시장 상황이 다

르고, 개별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

타난다는 실증연구들(Gallie & Russell, 2009; Steiber, 2009; Bünning & 

Pollmann-Schult, 2016; Taiji & Mills, 2019)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이에 최

근 들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final availability)에 따라 제도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연구들(Chung, 2019; Lippe & Lippényi, 2018 등)이 증

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직장과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모·부성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변수화하지 않

거나, 남성의 돌봄시간을 파악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원)에서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상향되었고, 3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원)에서 85%(상
한액: 월12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 인센티브가 기존에 200만원에
서 25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였는데, 
최대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고, 통상임금의 60%만 받던 것에서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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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노

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로 인한 저해요인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시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남성의 돌봄시간과 노동시간 특성 및 국

가의 제도적 구성에 대해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을 축으로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재조명하는 것은 공적영역에만 한정되던 사회정책의 논의들을 사

적영역에까지 확장시키고, 화폐 흐름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았던 돌봄노동을 가시

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규범인 양

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의 방해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가족양립 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문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질문1.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1-1. 부모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1-2. 부성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1-3. 인센티브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2. 노동시간 특성과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2-1. 남성의 노동시간과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2-2.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과 자녀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3.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 특성이 조절

하는가?

연구질문3-1. 부모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의 특성이 조절하는가?

연구질문3-2. 부성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의 특성이 조절하는가?

연구질문3-3. 인센티브제도와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의 특성이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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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일·가족양립과 돌봄시간

   1절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일·가족양립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조명하는 젠더 레짐 논의를 개괄함으로써,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모델의 

당위성을 확립한다. 그 다음 일·가족양립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세 분류로 나누

어 소개하고, 본 연구가 일·가족양립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돌봄시간 측면에 주

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서 남성 돌봄시간의 중요성을 가구 내 성평등 증진뿐 아니라, 남성 개인

과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다각도로 타진한다. 마지막

으로, 돌봄시간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용어들을 비교·검토하고, 돌봄의 대상 차

이로 인한 돌봄의 의미 등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돌봄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무급노동시간 전체가 아닌 돌봄시간만을 분석하는 

까닭을 논한다. 즉, 연구 범위에 가사시간을 배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다.

    

1. 일·가족양립과 젠더 레짐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은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e)의 확

대된 개념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혹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직장생활과 개인 생활을 동시에 조화롭게 유지할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이때 개인 생활은 비단 자녀 돌봄에 그치지 

않고, 개인을 위한 여가, 교육, 지역공동체 참여 등 더욱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배규식 외, 2013)2). 위에서 일·가족양립을 너머 일·생활균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가족양립의 주체가 젠더화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노동자이면서 함께 

돌보는 일과 돌봄의 공존 전략이 되는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2) 궁극적으로 유자녀 부부를 너머 남성 1인 가구 혹은 한부모 가족 등 모든 시민에게 일
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생활균형’이라
는 표현이 보다 적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남성만을 대
상으로 하고 개인 생활 중 돌봄시간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 있으므로 ‘일·가족양
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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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장에서 일·생활균형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본인의 노동시간과 노동 

이외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합할지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의 사회적 분업을 어떻게 조직화 해나갈지에 대한 문제이

다(신경아, 2009). 또한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은 젠더화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가중되는 유급노동의 요구를 감소하여 가족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의 이중부담을 극복하는 등 기존의 성별 분업의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주목받게 된다. 

   오랜 기간 자녀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상정하고 이러한 성별분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 행정, 교육 등 전 영역의 사회 구조와 문화

가 맞춰져 왔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영역에서 균열의 

지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일과 생활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고민되어 왔

다. 인구학적 변화, 가구구조의 변화, 고용패턴의 변화 등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

현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분담을 설명해 준 유용한 틀이었던 남

성생계부양자모델을 변화의 기로에 서게 한 것이다. 

   20-64세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1960년 OECD 평균 42.3%에서, 54.5%(1980

년), 62.3%(2000년), 68.3%(2018년)로 꾸준히 증가해왔다(OECD Labor Force 

Statistics, 2020)3).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이 가족 내에서 보내는 시간도 다소 증가

하기는 하였으나, 여성의 상품화 정도에 비하면 남성의 가족화 정도는 여전히 저

조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의 발생을 

야기했고, 이는 일·가족양립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당수의 여성

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가족 내의 책임도 대부분 감당하며 이중노

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특성상 자연스럽게 남성의 유급노동의 

요구를 감소하고, 가족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사회의 변

화를 촉구하고 남성의 가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가족양립정책이 강조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의 변화 자체가 아닌,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방식이다. 가족 정책이 처음 생겨난 계기는 20세기 초 인구위기로 볼 수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

안은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3) 특히 2018년 기준 스웨덴 85.2%, 핀란드 79.8%, 덴마크는 78.7%, 노르웨이 79.1%, 아이
슬란드 85.0% 등 북유럽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편 동기간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은 OECD 평균 93.7%(1960년), 91.3%(1980년), 
87.2%(2000년), 87.2%(2018년)로 다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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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출산율 증가 자체를 정책목표로 삼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만연한 성 불평

등의 타개에 초점을 두었다. 즉 노동시장에서나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을 고취하

고 남녀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의 기틀을 닦았다. 이러한 정

책적 노력은 스웨덴이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

로 전환되는 토대가 되었다. 

   젠더 레짐(gender regime)이란 남녀 간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 규범, 정체성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특정하게 제도화된 방식을 의미하고, 남녀 간의 일과 권리

를 분배하는 역할 관계에 대한 일련의 규범과 규칙을 나타낸다(Sainsbury, 1996). 

특정 국가의 젠더 레짐은 사회 구성원들의 일·가족 양립 양상의 윤곽을 그려주

고 개인들의 노동시장 및 가족에서의 일상을 규정짓는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자마다 젠더 레짐을 규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다양한 젠더 레짐은 크게 차이전략과 평등전략으로 구분된다(김은지, 

2008). 

   차이전략은 보육수당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은 노동

시장의 지위보다는 가족에서 양육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Sainsbury(1996)의 젠더역할분리모형(caregiver-parity model)4)과 

Orloff(2002)의 가족지원형(general family support model)5), Lewis(1992)의 온건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odified male-breadwinner model)6)과 같은 맥락 위에 있다. 

가족정책의 발달초기에는 주로 차이전략이 사용되었다. 

  반면 평등전략은 남성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기 위해 부

모휴가, 0-2세 공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소

득자-이인양육자 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7), 개별소득자-양육자 모델

(individual earner-carer model)8),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odified 

male-breadwinner model)9), 이인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10) 등의 레짐들은 

평등전략에 해당된다.

4) 해당 국가로 노르웨이가 있다.
5)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등이 이 모델에 속한다.

6) 프랑스가 이에 해당된다.
7) Daly(2011)는 성인 노동자 모델(Adult worker model)로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모델이 바

람직함을 강조하였다.

8) Sainsbury(1996)에서 스웨덴과 프랑스가 이 모델로 분류되었다.
9) Lewis(1992)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약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속한다고 보았다.

10) Orloff(2002)는 이인소득자 유형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를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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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두 방향의 전략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차이전략은 오랜 세월 지속되

어 온 남성생계부양모델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현실 적합성이 높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부가노동자로서 위치 지울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평등전략은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바임에 

틀림이 없는 반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이중부담이 불가피

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두 전략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점진적 평등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윤홍식, 2005). 

   이처럼 다양한 젠더 레짐은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돌봄의 책무를 지닌 노동자가 노동시

장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

는 생계부양 역할만을 지닌 노동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던 노동시장의 환경과 긴장

을 유발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관성을 타파하고 양육의 책임을 지닌 노동자를 새

로운 노동자 규범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

델을 토대로 가족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차이전략 혹은 1.5소득자모델

(one-and-a-half earner model)을 지향하는 것은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

욱 제한할 것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계층화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성

평등 문제의 해결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인소득자-이인양

육자 모델로 가족 정책의 지향점이 뚜렷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

로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일·가족양립 이슈에서 배제되어 있던 남성을 논의 중심

으로 대두시키고, 여성의 부가노동자 및 이중부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극복하며, 

남녀 모두 평등하게 노동권 및 부모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일·가족양립과 돌봄시간

   일·가족양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터에서 요구되는 과중한 업무에 시

달려서 가족을 꾸릴 수 없거나, 가족에서의 책임에 압도되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

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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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과 가족을 적절하게 양

립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

누면, 일·가족양립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 일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 가족 

측면을 종속변수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지표들은 저마다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당신은 

일·가족양립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응답자에

게 단도직입적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 혹은 ‘시간 압박 

정도’, ‘일과 가족생활의 만족도’ 등을 통해 양립의 정도를 측정한다. 인식 척

도는 원하는 개념을 가장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질문하여 타당도가 높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상황을 왜곡 

보고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매일 야근하는 고임금 남성이 본인의 일·

가족양립정도를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할 수 있다. 본인의 가족에서의 역할이 경

제적 도움에서 끝이 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이중

부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델을 지향하

는 현재의 정책 발달 흐름에도 역행하므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포착한다고 보

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은 ‘일(work) 측면’에서 일·가족양립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가족양립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면 다분히 일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 여성

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 일·가족양립의 척

도로 일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이동

선, 2013; 김영미, 2007 등). 가족이 있는, 특히 결혼 후 출산까지 진행된 경우에

도 일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일·가족양립의 핵심으로 보고, 대개 기혼여성 고용

률, 육아휴직 후 여성의 원직장 복귀율, 남녀 임금격차 등을 통해 한 국가의 일·

가족양립 정도를 파악한다. 

   가령 기혼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일·가족양립이 잘 된다고 판

단한다든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으면, 일하는 여성들이 자

녀를 낳을만한 환경이라고 추론하는 식이다. 이러한 척도들은 여성이 얼마나 노

동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집중되어 있어,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측면을 포

착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가령 여성고용률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가 여성의 일·가족양립 수준이 증대된 증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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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가족(family)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들(류연규, 2005 등)은 대

개 여성들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출산을 하는지를 중시하여, 국가수준에서 분석할 

때는 합계 출산율을, 개인수준에서는 출산 의향, 둘째 출산 의향 등에 대한 응답

으로 가족측면의 지표를 대리한다. 이런 변수들은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혹은 출산을 고려할 만큼 사회적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평

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두 번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일·가족양

립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출산여부 자체로 양립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불거진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일을 하

면서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지, 출산을 하였다면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핵

심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질문으로 점차 복잡

다단해져가는 일·가족양립 양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는 취업여부나 출산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직

장에서 일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고, 자녀를 낳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한 걸음 더 들어간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일 측면에서 여성고용률만 보던 연구 경향에서 남녀 임금 수준의 차이가 어떠

한지를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연구는 양적인 측면을 넘어 질적인 측면을 포착한다

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측면에서 출산율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

라서 가족영역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돌봄시간은 일하는 남성들의 일·가족양립 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재화집약적(goods-intensive)이고, 시간

집약적인(time-intensive) 활동인데(조우현, 황수경, 2016: 149), 가사시간은 경제적 

자원을 통해 대체를 하더라도, 돌봄시간은 아무리 재화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더라도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면 온전한 돌봄은 어렵다. 따라서 시

장경제지표로는 잡히지 않지만 개인의 일과 가족 양립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이다. 

   제아무리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일하는 부모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실상은 자녀를 마주할 시간조차 없어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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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시간, 즉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이 시간사용을 일과 가족에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지 확인하

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Powell & Craig, 2015, Haas & Hwang, 2008 등).

   이 때 가족 측면을 돌봄시간만으로 등치시켜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시간은 가족과의 여가, 가사일, 휴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 논의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추상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일·가족양립

의 핵심은 유급노동과 부모됨(parenthood)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연구(Knijn & 

Kremer, 1997)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활동 중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자녀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시간사용을 바라보는 연구의 장점 중 하나는 일·가족양립의 주체를 여성에 

한정했던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일·가족양립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만 초점이 맞추었던 것은 일견 타당한데, 애초에 일·가족양립정책의 목표도 여

성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폭에 못 미치

는 남성의 가사 및 돌봄 참여로 인한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생

활 패턴이나 개인 특성에서 탐색하게 되면 결국 여성의 변화만을 꾀하게 되는 순

환오류가 발생한다. 

   지금 변화가 필요한 곳은 막중한 생계부양책임으로 장시간노동에 허덕이며 단

조로운 생활을 지속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 확보가 어려운 ‘남성’에게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돌봄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반

인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파악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은 소득보장 중심, 노동세계 중심이었다면, 

개인의 일과 가족의 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보다 면밀

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은 개인의 시간 흐름 속에서 유기

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 영역에서만의 지표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 바

라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둘을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파

악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현실 세계를 보다 명징하게 보여주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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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돌봄시간의 중요성 

   본 연구는 전통적인 생계 부양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보는 일까지 남성

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Esping-Andersen(2009)이 지적한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을 극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

제와 유리천장,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가구 내 성평등은 반

드시 필요하지만,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는 남성 본인뿐 아니라,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정립하

고 인생관과 직업관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얻는다. 또한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기여했다는 만족감과 이에 따른 부부관계 개선은 본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채화영, 2012). 더 나아가 아버

지됨의 경험은 초기에는 정신적 부담감 및 시간조절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서

의 몰입도가 감소함에 따른 내적 갈등 및 부정적인 감정이 발현되기도 하나(김진

욱, 권진, 2015), 이러한 조율과정을 통해 남성이 직면하게 되는 직업정체성과 아

버지로서의 정체성이 결합되어 보다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황정해, 

2006). 또한 초기 양육단계에서의 참여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돌봄시간

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Aldous et al.(1998)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영유

아 시기부터 관여한 남성들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에 도달하여도 자녀와의 친밀

도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남성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의 토대가 된다. 

영유아기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

인에 대한 지각이 발달하고, 다양한 사회 기술을 습득한다(김진욱, 박은영, 2017). 

특히 Pruett(2001)은 어머니와의 놀이시간보다 아버지와의 놀이시간이 아이 입장

에서 더욱 선호되고, 더 높은 몰입도와 흥미를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어머니와

의 놀이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아버지와의 놀이는 보다 

활동적이고 예측불허의 비규칙성을 나타내 자녀의 기대감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는 여성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고(Barnett & 

Baruch, 1987), 부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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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가 있다.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태도가 여성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부

부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손영빈, 윤기영, 2011).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의 질도 결정하는, 돈으로 

사기 힘든 최고의 가치라고 평가된다(Folbre, 2001). 자녀들이 적절한 양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잘 영위하고, 더 나아가 생산적인 노동

력이 되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4. 돌봄시간의 정의 및 특성

1) 돌봄시간의 정의

   돌봄(care)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아이를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자녀의 적절한 발달과

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편,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쇠약해진 신체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부차적으로 노인과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다. 또한, 가족의 일원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자를 돌보는 행위는 일시 혹은 영구적으로 간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노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행위를 하는 경우

보다는 미약하다.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적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공유시간

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되어 그 자체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으로 간

주된다(주은선 외, 2014: 370). 물론 노인을 돌보는 행위나 간병을 하는 것도 정서

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의해 돌봄을 제공받는 것이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부분

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와 부모의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가 성장하

여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성인에 의한 대체가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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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종류의 돌봄 행위는 모두 가족영역에서의 책임이자 요구사항임은 분명

하지만, 인적 자원이나 경제력에 의한 외주화의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일·가족

양립의 핵심 요소로 ‘자녀’에 대한 돌봄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조부모를 직접 봉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때와 자녀를 

직접 돌보지 않고 타인에 의해 양육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클 것이기 때

문이다. 

   돌봄시간(care time)의 명확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

를 돌보는 행위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재우고, 씻기는 등 육체적

으로 피로한 노동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어린 자녀에게 적정한 양육을 제공함으

로서 자녀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투자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사

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가의 속성을 띄기도 한다. 생활의 

다양한 부분과 맞닿아 있는 돌봄시간을 순수하게 분리해내기란 상당히 까다롭지

만, 돌봄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돌봄시간 개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Folbre(2006)는 직접 돌봄과 간접 돌봄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직접 

돌봄(direct care)’이란 개인적(personal)이고 감정적인 관여(emotional 

engagement)의 과정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직접 돌보는 행위(hands-on 

care), 조언하는 것(counseling), 혹은 건강이나 영양에 대해 직접 대면하여 가르치

는 행위를 뜻한다. 반면, ‘간접 돌봄(indirect care)’은 직접 돌봄을 보조

(support)하는 것을 뜻하며, 직접 돌봄이 아닌 나머지 모두가 포함된다. 돌봄을 제

공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간접 돌봄으로 볼 수 있

다(Folbre, 2006: 187). 

   또한 Tronto(1993)는 돌봄(care)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개념들에 대해 설명한

다. ‘관심을 갖는 것(caring about)’은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

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taking care of)’은 식별된 

요구에 대해 일종의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care-giving)’은 돌봄

을 위한 욕구의 직접적인 충족을 포함하며, ‘돌봄을 제공받는 것

(care-receiving)’은 돌봄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다.

   한편 Ungerson(1983)은 관심을 갖는 것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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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caring about)’은 마음에서 

우러난 애정의 감정에 기반 한 것으로, 감정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시간 사용

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주지는 않는다. 반면 누군가를 ‘돌보는 것(caring 

for)’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것과는 거

의 혹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돌보기(caring for)는 먹이기, 씻

기기, 들기, 보호하기, 대변하기, 달래기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Ungerson, 1983: 

31). 이러한 돌보는 것의 개념은 Tronto(1993)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care-giving)

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Drew et al., 1998).

   종합하면, 돌봄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돌봄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돌봄시간을 Folbre(2006)에서 제안된 ‘직접 돌봄(direct 

care)’, Tronto(1993)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care-giving)’, Ungerson(1983)의 

‘돌보는 것(caring for)’의 개념에 근접한 시간 사용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11). 

직접 돌봄에 비해 간접 돌봄(indirect care)의 경계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모호하

고, 일정 정도 타인의 도움이나 재화를 통해 보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

라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발달 측면을 중점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

는 직접 돌봄이 핵심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지 관심을 갖는 것(caring 

about)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것(taking care of)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자녀

를 위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돌봄을 제공

하는(care-giving)’ 시간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사시간과 돌봄시간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돌봄시간과 종종 함께 거론되는 가사시

간에 대한 논의이다.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의 범주엔 필연적으로 교집합이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돌봄시간과 가사시

간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급노동’의 범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Hook, 2006 

등). 하지만 이후 가사시간과 돌봄시간 사이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11) 엄밀히 말하면, 설문조사 시 이와 같은 돌봄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응답자
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돌봄시간이 측정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이론적인 논의에 있어서 돌봄시간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녀를 위해 직접 수행한 시간
임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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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자영, 2008).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사노동은 상품화가 가능하지만, 돌봄노동은 타인에 의해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어려운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Lewis, 2009: 77). 똑같은 

성인이 아이를 돌본다고 할지라도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양육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돌봄은 단순히 업무(task)를 수행하

는 것이 아닌 감정의 영역을 포괄하는 행위라는 점(Finch & Groves, 1983)이 강

조됨에 따라 가사시간과 분리하여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돌봄시간만을 분석하

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Roeters, 2013; Sayer & Gornick, 2012; 주은선 외, 2014; 

윤자영, 2008 등). 

   또한, 효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사와 돌봄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노동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시간사용을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양분하였다. 유급노동은 직접적으로 효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결과효용(outcome utility)이 있다

고 본다. 반면, 여가시간은 과정효용(process utility)을 지녀 여가시간 자체로 효용

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경제학의 이론이 정립된 시

기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이전으로, 여성노동자의 시간사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Gronau(1977), Becker(1965) 

등을 필두로 한 신가구경제학자들은 여성의 노동시간에는 가사노동시간의 비중이 

크고, 이는 유급노동시간 및 여가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보

아, 여가시간에서 가사시간을 분리해 내었다. 하지만 Folbre 등의 학자들은 가사

노동도 결과효용을 주는 가사노동과 과정효용을 발생시키는 돌봄노동을 구분해서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

업, 업무로 인식되는 반면, 돌봄노동은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한 즐거움과 만

족감을 얻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말도, 엄밀히 따져보면 일(work)과 부모됨

(parenthood)의 갈등 관계를 뜻한다. 가사노동을 하기 위해 직장 업무를 일찍 마

친다기보다는,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제때 데리러 가기 위해 퇴근을 서두르는 것

이다. 물론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고, 가사도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식사 준비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다양한 수단들이 상품화되어 있고, 비교적 대체가 수월하다는 측면

에서 중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녀를 마중 나가고 돌보는 일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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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부모와 부모가 아닌 상황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부

모의 직접 돌봄을 대체하는 하원서비스, 학습지 등 다양한 수단들도 존재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시간은 필수적이고 대체가 매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요컨대 가사시간과 돌봄시간은 공통의 분모를 지닌 것은 사실이나, 두 지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당히 이질적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사시

간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돌봄시간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이 부부의 시간 사용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괄하는 무급노동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키고 가

구 내 성평등 증진 측면에서의 무급노동은 가사시간을 분석단위로 포함시키는 것

이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 본인의 성

장 및 전체적인 가족 기능의 향상을 판단하는 핵심 척도로 남성의 돌봄시간을 논

의의 중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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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거시요인과 돌봄시간의 관계

   2절에서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인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본다. 구체적으로 부모휴가제도, 부성휴가

제도, 인센티브제도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남성 돌봄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나

타낼 것인지에 대해 신제도주의 입장에서 규명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1. 사회·문화적 배경과 돌봄시간

   개인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해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

한 연구 및 이론들은 비교적 풍부한 반면, 국가 차원에서 조망한 연구는 매우 드

물다. 이는, 개인의 시간사용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합리적 결정에 근거하고, 개

별적 선호 때문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개인은 

특정 국가에 속해있고, 필연적으로 국가의 상황과 제도들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생활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환경 및 국가 제도의 영향력을 배제

한 채 개인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삼는 것이므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혹은 선택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등장한 학파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이다. 기존의 행태주의

(behaviorism)가 개인의 행위를 중시했다면, 신제도주의는 행위를 제약하는 제도

의 영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Béland(2005)에 따르면, 제도는 행위자들의 

선호(preference), 행위(behavior), 선택(choice)에 영향을 준다. 제도가 개인의 선

호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메커니즘은 첫째, 제도는 개인의 기회구조를 

형성하고, 둘째, 제도는 개인에게 규범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규범을 형성12)한다

12) 실례로 1970년대 스웨덴에서 여성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사회 제
도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Lewis, 1992). 풀어 설명하면, 
1971년에 도입된 분리과세는 여성이 유급노동시장에 진출하였을 때 세제혜택이 더욱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도
모하였고, 동시에 증가한 공보육서비스도 여성들의 이러한 선택을 촉진시켰다. 이와 더
불어 스웨덴 정부는 1974년에 남성도 가족에서 자녀를 돌볼 시 원래의 급여 90%까지 
소득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정책 
의도는 개개인의 남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그들의 선호와 행동을 변
화시키고, 일찍부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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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김영미, 2014).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제

도주의와 같은 선상에 있지만,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제도’에 초점

을 둔 반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화, 관행, 절

차, 행위규칙까지를 포괄하는 제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순양, 

2002: 4). 

   사실상 인간은 무수히 많은 복합적인 사회규범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

며 살고 있다. 하지만 Hook(2006), Sayer & Gornick(2012), 김영미(2014) 등 거시적 

요인들을 통해 돌봄시간을 규명하는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시적 구조 요인으로 ‘일·가족양립정책’, ‘노동

시장 특성’, ‘성평등 문화’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중 일·가족양

립정책에 대한 설명은 다음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두 요

인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간주하여 돌봄시간과의 관계성을 논한다. 

   먼저, 남성의 돌봄시간은 남성의 노동시간과 직결되고, 노동시간은 남성이 속

한 국가의 노동시장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등 집합적인 협상에 의해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단체협약의 역사가 깊

은 국가들에서는 노동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으나, 반대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교섭이 약하여 개별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하거나, 국가의 노동 규제가 소수의 노

동자들에게만 협소하게 적용되는 경우, 근무조건의 개인 간 격차가 크고, 장시간 

노동집단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나타난다(Sayer & Gornick, 2012).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제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가족양립정책의 활용도가 기업의 재

량이 많은 영국에서 노동자 개인별 격차가 크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화

된 노동조건 내에서 남성들의 노동시간 및 조건들이 통일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Gregory & Milner, 2011). 노동자보다 고

용주의 자유재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유연하지 못한 노동 스케줄

을 갖게 되기 쉬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의 비중이 높다면 어린 자

녀를 둔 부모들, 즉 가족 내의 시간적 필요가 가장 높은 시기에 있는 부모들은 

일과 가족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

서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가입율이 높은지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노조가입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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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수 있고, 이는 보다 높은 일·가족양립 가능성을 뜻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성평등 문화도 남성의 돌봄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가부장적인 젠더 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는 여성이 가족에서 자녀를 돌보기를 기대

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억제한다. 또한 남성의 가사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 분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성 입장

에서 본인이 가족영역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비

우호적인 시선과 미흡한 사회 환경으로 인해 개인의 선호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다. 

   단적인 예로, 평등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북유럽에서는 일찍이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아빠라는 뜻의 ‘라떼파파’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활발하다. 반면, 한국에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유실 등 아이를 위한 공공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엄마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육아참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강혜경, 2013).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사회문화적인 기회구조가 남성의 돌봄시간

을 어떻게 추동 혹은 제약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성별분업 관행을 극복하는 역할을 지닌다. 

일하는 여성은 본인의 자원과 대안들을 다양화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 협상의 

위치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 및 돌봄 분담은 보다 평등한 방식으

로 재정립된다(Hook, 2006). 이러한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는 개개인 남성의 

가족화 경험을 확대시키고, 양육하는 아버지상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자녀 돌봄에 두는 가치가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남성

의 돌봄시간이 영향 받을 수 있다. 부모의 개인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고, 자

녀에 대한 직접 돌봄 보다는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이 보다 권장되는 프랑스와 같

은 국가에서는 전반적인 돌봄 시간이 낮아, 남성의 돌봄시간도 낮게 유지될 것이

고, 반대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돌봄시간도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요약하면, 거시적 환경이 개인의 미시행동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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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제공하는 이론이 신제도주의이고,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장시간노동과 가부

장적인 사회문화가 개인의 기회구조를 제한하여 남성의 가족 내에서의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저해할 유인이 되고, 높은 노조가입률 및 여성고용률과 돌봄에 대한 

가치 비중이 높을수록 남성의 돌봄시간이 높을 것이다. 

2. 일·가족양립정책과 돌봄시간

   일·가족양립정책은 일하는 부모들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일반적으로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보육서비스제도, 현금수당제도 

등 네 종류로 구분된다. 각 정책들은 다양한 경로로 개인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돌봄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는 정책인 휴가제도 및 유

연근무제도(Kim, 2018; Chung & Horst, 2018; Haas & Hwang, 2008)에 대해 살펴

본다. 

   휴가제도 및 유연근무제도가 다른 일·가족양립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상이하다. 보육서비스제도는 부모

가 유급노동을 하는 동안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즉 부모의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이고,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및 안녕(well-being)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양육수당은 부모의 가족화를 위한 제도이다. 

   두 번째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가 다른 정책들과 대별되는 지점은 직장

과 관련된 제도(occupational policies)라는 점이다(Chung, 2018: 504). 보육서비스

제도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제도와 같이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정책(statutory 

policies)은 직업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존재만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

급할 수 있으나, 휴가정책과 유연근무정책은 개인의 요구만으로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고, 남성이 속한 일터, 즉 노동시장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만 정책의 효과

를 온전히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일·가족양립정책 중에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1) 부모휴가제도

   부모휴가제도(Parental Leave scheme)란 자녀가 탄생하였을 때 혹은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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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일정 기간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도 가족의 요구

를 충족하게 해주며, 법적 근거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OECD, 2017).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쓰게 되는데, 대개 모성휴가 종료시점에 맞추어 부모휴가제도를 사용하

여 부모의 직접 양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유급노동시간의 일시적 정지를 통해 

가족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의 가치에 대해 비

용을 보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휴가제도는 부모권을 지원해주는 차원을 너머, 그 이면에 남녀의 전

통적인 성별 역할 분리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성이 드러난다(이삼식 

외, 2007). 지금까지 진행된 탈가족화 논의는 가족 내의 사적 영역의 돌봄을 어떻

게 공식화하고 양질의 가족 외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행해진 양육을 공적 영역으로 외부화시키는 것은 돌봄의 

장소만 이동시켰을 뿐, 여전히 여성에 의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돌봄제공자도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이

는 오히려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반면 부모휴

가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남성의 부모휴가 

활용이 높아지고 가족화의 경험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성별 분업 구도에 균열

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휴가제도는 다른 일·가

족양립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Leira(2015)는 일하는 

남성들에게 부모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전통적인 가족정책과 차별되는 전환기

(turning point)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성평등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노력이 남성의 실질적

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부모휴가제도 활용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부모휴가제도의 80% 이상은 여성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OECD, 2020)13). 오랜 기간 생계부양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남성들이 양육자

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지만, 이에 더하여 휴가제도의 사용

은 필연적으로 소득 감소를 수반하고, 직장에서의 경력 관리를 일정 부분 감내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의 제도 접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부모휴가급여가 가구의 주소득

13) OECD 평균 남성 부모휴가 사용 비중은 18%이고, 스웨덴(45.3%), 아이슬란드(45.2%), 
포르투갈(44.8%), 노르웨이(39.2%)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사
용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한국 8.5%, 프랑스 4.4%, 체코 1.9%, 폴란드 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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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충분히 대체해주고 있는지, 그러한 유급기간이 적당한 기간 동안 제공되는

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14). 부모휴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소득대체없이 일정 기간 휴직을 허가해주는 무급기간만 제공되었으나, 제도

가 발달함에 따라 정액제 혹은 정률제로 급여 수준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부모휴가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도 초기에는 무급 기간을 전체 포괄하였으

나, 최근에는 부모휴가의 높은 급여(well-paid) 기간이 가장 포괄적인 지표로 인정

되어 다수의 연구들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낮은 급여기간이 의미

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높은 급여 기간이 경제적 유인을 중요시하는 집단

들에게는 유용한 특성이 되는 반면, 낮은 급여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선호하는 집단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이러한 속성은 취학 아동이 있는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높게 분포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Duvander & Viklund, 2019). 따라서 이하에서는 높은 급여 기간과 

낮은 급여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고찰해본다. 

   모·부성휴가와 달리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의 경우는 소득 대체

율이 높지 않으면 남성의 사용이 저조할 수 있다. 따라서 주생계부양자도 경제적 

부담 과하지 않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급여(well-paid)가 제공될 필

요가 있는데,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기존의 임금 66% 이상은 최소한 대체

해주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고용 가이드라인을 충

족하기 위한 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본 연구에

서도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66% 이상 대체되는 기간을 높은 급여 대체기간으

로 상정한다15). 

14) 급여수준 및 기간 외에도 수급권의 주체, 자격조건, 재원의 출처, 제도 활용의 다양성, 
인센티브 여부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제도의 효과성이 결정되지만, 남성의 양육자로서의 
역할 변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로는 급여의 관대성으로 판단된다. 

15) 이때 높은 급여 기간으로 완전대체등가(Fulltime Rate Equivalent) 기간도 고려해볼 수 
있다. FRE 부모휴가기간은 100%의 급여 대체가 이루어지는 기간만을 환산한 값이다. 
예컨대, A국가의 부모휴가가 80%의 급여대체율로 10개월이 제공된다면, well-paid 기준
으로는 10개월로 코딩되는 반면, FRE에서는 8개월로 코딩이 된다. FRE로 코딩하는 것
은 높은 급여대체 기간과 낮은 급여대체 기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잘 요약하여 100%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기간과 낮
은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100% 
대체율로 1개월이 제공되는 국가와 10%의 대체율로 10개월이 제공되는 상황은 남성들
에게 매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FRE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동일하게 
1개월로 코딩이 되어 실제 상황을 과도하게 축약하여 보여주는 한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대체되는 높은 급여(well-paid) 기간과 낮은 급여(paid) 기간으로 나
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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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급여로 제공되는 기간은 임금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중단하고 가족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닌다. 예컨대, 자녀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이 너무 장시간이거나 경직적인 시간 특

성을 지닌다면 낮더라도 장기간 부모휴가 사용을 통해 가족화의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낮고 긴 휴가기간

은 대개 여성에 의해 사용되어 진다고 알려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표본

에서는 어떠한 역동을 드러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낮은 휴가 급여수준으로 인

해 여성의 휴가사용이 촉진된다면 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돌봄시간은 오히려 역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휴가제도의 발달은 구체적으로 3가지의 경로를 통해 남성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Boll et al., 2014). 첫째, 부모휴가제도의 발달은 부모휴

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이는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16). 일하는 아버지들은 개인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부모휴가 사용여부를 타

진할 것인데, 부모휴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보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국

가에서 부모휴가 사용률이 높게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더 나아가 부모휴가제도

가 명목적으로 존재하나 무급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보조금 없이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소득 손실분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제도 활용도가 더욱 낮을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국가에서 제공되는 부모휴가급여제도가 없다면 노동

자들의 부모휴가 사용에 대한 반감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휴가급여

가 일정 수준 이상 제공되고, 소득 활동이 중지되는 휴가 기간 내에도 가계경제

에 큰 충격을 주는 않는다면 남성들은 보다 휴가 사용 결정이 용이해지고, 이는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어린 시기에 남성의 직접 양육 경험은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공

유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남성의 돌봄시간의 확대에도 긍

16) 이 때, 부모휴가제도의 실제 사용 여부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제도의 실제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제도가 개인의 선호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경로가 보다 직접적이고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사용률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의 수가 한정되어 변수화하는데 제약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부모휴가제
도의 발달과 남성 돌봄시간 변화의 중간 경로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
할 것이며, 실사용률을 포함한 분석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한편, 공식적인 제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화를 통해서도 개인의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신제
도주의 설명에 근거하면 제도 발달로 인한 남성의 변화를 해석하는 방식의 타당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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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모휴가를 사용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

은 남성에 비해 장기적으로 자녀 돌봄시간이 높게 유지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

고(Rudy et al., 2002; Haas & Hwang, 2008), 한번 자녀 양육에 참여한 남성들은 

그 패턴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다(Aldous et al., 1998: 819). 부모휴가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고 자녀에게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자녀와의 공유시간에 대

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어(Almqvist & Duvander, 2014), 자녀가 성장한 후

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모휴가제도의 발달로 인한 남성 돌봄시간의 증대 효과는 가족 

내에서의 확산과 가족 외의 확산을 유발하여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견고하게 해

줄 것으로 추정된다. 휴가기간 동안 남성의 가족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휴가를 

신청한 자녀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다른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돌봄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Boll et al., 2014). 

또한 가족 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

도, 부모휴가제도의 발달은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권장함으로써, 남성의 양육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

이는 역할을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의 돌봄시간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

할 것이다. 

   정리하면 부모휴가제도라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국가에서 남성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휴가 사용 결정이 보다 용이해진다. 부모휴가 사용률의 증가는 

남성의 돌봄시간을 실질적으로 늘려줄 것이며, 남성 돌봄시간의 확대는 사회적으

로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의 확장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전통적

인 가부장적 행동 양식을 개선하고 가족 내에서의 성별 분업을 완화할 수 있다. 

2) 부성휴가제도

   부성휴가제도(Paternity Leave scheme)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

시적으로 유급노동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부모휴가제도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부모휴가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부모권에 있다면, 부성휴가는 출산한 아내의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둘째, 산후 회복 기간을 고려할 때 부성휴가의 기간은 부모휴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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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갖는다. 셋째, 부모휴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부성휴가는 오직 남성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성휴가는 부모휴가와 본질적인 특성 차이가 존재하나, 부성휴가

제도의 발달이 자녀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주는 기제 및 경로는 대동소이하다. 부

성휴가제도의 발달은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부성휴가

를 사용하는 남성들은 아내를 돌보는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

다. 부성휴가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면 사회적으로 남성 돌봄에 대한 공통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남성들이 늘어나 돌봄시간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초기의 

양육참여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장기적으로도 자녀와의 유대감을 갖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은 남성 돌봄시간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성들은 부성휴가의 급여 대체율이 높아야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연구 결과(OECD, 2016)를 참고하면, 휴가제도의 경제적 요소는 남

성 돌봄시간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개연성이 높다. 즉, 높은 급여를 제시할 때 

미결정 영역에 있는 남성들이 휴가급여의 수준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

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휴가급여가 

본인의 소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결정 영역에 있는 남성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낮은 부성휴가급여

는 낮은 남성 돌봄시간과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부모휴가제도의 남성 인센티브

   부모휴가제도의 젠더 편향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남성 인센

티브제도이다. 남성이 부모휴가제도를 사용하였을 때 휴가기간을 늘려주거나, 급

여를 높여주는 등 남성의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추가적으

로 도입된 기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스웨덴조

차도 부모휴가제도의 활용이 젠더화되어 있어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Duvander & Viklund, 2019). 모성휴가 직후 사용하는 부모휴가는 대다수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시기에 남성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부모휴가제도가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주로 이용이 된다면 무급노동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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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Boll et al., 2014; 김은지, 2008). 부모

휴가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거

나, 사회적 통념상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를 직접 돌보려

는 선호를 가졌던 남성들도 제도적, 사회적 규칙과 규범에 의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는 노동시장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인 것으로 왜곡되고 변형

된다. 

   또한 부모휴가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급여 대체율 수준이 낮으면 생계부양의 

책임을 홀로 떠안고 있는 남성일수록 휴가를 사용할 유인이 낮고, 이는 돌봄시간

이 낮은 상태로 유지될 유인이 된다. 반면 남성 임금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 부부의 임금이 비슷하고,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

였을 때 급여대체율이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게 되면, 남성의 돌봄참여를 촉

진할 수 있다17). 

   따라서 노동시장 및 가구 내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부모휴

가제도가 젠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당제(Daddy quota) 등 남성 노동

자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연구들(Dearing, 2016; Haas & 

Rostgaard, 2011; Kotsadam & Finseraas, 2011; Duvander & Johansson, 2012; Ray 

et al., 2010)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스웨덴의 양도 불가능한 남성 유급 휴가가 

보다 성평등한 일·가족양립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고양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준다(Kaufman & Almqvist, 2017). 또한 노르웨이에 남성

에게 1개월을 할당하는 할당제를 도입하였을 때, 1개월을 사용하는 남성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1개월 이상을 사용하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통

17) 일반적으로 남성 부모휴가제도는 3가지의 발달 단계를 거쳐 성숙한다(Haas & 
Rostgaard, 2011). 초기에는 남성도 유급으로 부모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북유
럽국가에서는 1970-8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여성만을 일·가족양립의 주체로 상
정하고 유급휴가도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과는 달리 남성도 또 하나의 부모로서 자격
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존재하나, 부모 이데올로기가 강한 자발적인 남성들만이 
제도를 활용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존과 같이 생계부양자 지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제도가 좀 더 발전하면, 유급 휴가를 남녀 공유하도록 권리를 강제하
는 단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 할당제’인데, 노르웨이(1993)가 처음 도입한 
이래, 스웨덴(1995), 덴마크(1997), 아이슬란드(2001), 핀란드(2003)의 순으로 이 단계에 
들어섰다. 마지막으로는 남성이 부모휴가제도를 사용했을 때 보너스 부여 형태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실증 분석 결과 아버지 할당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
웨덴 남성을 대상으로 한 Duvander & Johansson(2012) 연구에서도 남성 할당제가 보너
스 제도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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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Lappegard, 2008), 아버지 할당 기간이 아버지 휴가사용 및 제도의 효과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육아기 유연근무제도(Flexible Working scheme)18)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무시간의 배치 혹

은 장소의 변경을 통해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Hill et al., 

2008; Kim, 2018). 일반적으로 소득의 감소 없이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한 형태로 

활용되므로,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유연근무제

도를 도입할 유인이 적다. 돌봄 윤리(care ethics)는 노동 윤리(work ethics)와 경

쟁할 수 없기 때문에(Pichler, 2009: 451; McDowell, 2004; Dey, 2006) 돌봄시간 확

보를 위한 가족친화제도가 노동시장에서 능동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다. 따

라서 노동자의 일·가족 양립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유연근무제도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재

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남녀고용평

등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유연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노

동자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노동자에 비해 시간을 본인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퇴직을 하지 않고서도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가

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개인수준에서 협상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집합체, 혹은 국가수준에서 집단적으로 유연근무제도를 

18) 일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증가한 돌봄시간의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나
갈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때 고려하는 선택지가 부모휴가를 쓸 것인지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가족정책을 논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휴가제도는 일·가
족양립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지만, 유연근무제도
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특히 부모휴가제도는 어느 정도의 소득감소를 감
수하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유연근무제도는 소득의 상실 없이 최대한 본인의 생활 루
틴을 유지한 채 1-2시간의 노동시간 조정으로 가족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제이므로 보다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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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유자녀 부모가 일을 하면서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델을 새로운 규범으

로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하는 남성에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인데 개인수준에

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맞게 될 상황, 예컨대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

다거나, 보육시설에서 제 시간에 픽업해줄 수 없게 되는 등 실패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면 일·가족 사이의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

스가 누적되고 만성화 된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와 돌봄시간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

으로 예측된다. 

   

   정리하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도입 및 발달이 남성의 직접적인 제도의 활

용을 높이거나, 간접적인 사회의 부성권 강화 분위기에 의해 남성의 실질적인 시

간 배분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 때 한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중간 단계인 남성의 제도 활용여부나 선호 변화 등은 

본 연구에서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본 연구가 공식적인 제도에 의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제도주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사회문화에 의해서도 개인의 행동 변화가 예측될 수 있다고 설

명하는 신제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들이 중간 경로에 대한 해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한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Duvander & Johansson(2012)은 스

웨덴의 부모휴가개혁이 존재하였을 때 부모의 실제 휴가 사용률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Bünning(2015)에서 남성들이 부모휴가를 2개월 이상 사용하

였을 때 실질적으로 남성 돌봄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보다 더 짧은 기간 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유의미하게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늘리는 시간 배

분 변화를 보여주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제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남성 돌봄시간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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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요인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이 파트에서는 거시제도인 부모·부성휴가제도가 실제로 개인 수준의 남성 돌

봄시간에 유효한 영향을 주는지 경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고, 제도 변수 이외의 

거시변수들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그 다음, 

구체적인 제도 변수가 아닌 국가 더미변수 혹은 젠더 레짐 변수를 통해 파악했을 

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 변수 중심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도출한다. 

   우선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Hook, 2006; Boll et al., 2014; Roeters, 2013; 김은지, 2008; 김영

미, 2014 등).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거시적으로 규명한 선구적인 연구 중 하나

인 Hook(2006)는 20개 국가의 MTUS를 사용하여 약 30년 동안의 무급노동시간 변

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가수준의 변수만 투입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

던 부모휴가 기간, 남성 부모휴가 가능여부 변수들이, 자녀여부라는 더미 변수와

의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

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부모휴가 기간은 특별한 관계성을 띄지 않았으나, 자

녀가 있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모휴가 기간이 감

소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 부모휴가 가능여부도 유자녀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남성에게 부모휴가가 가능한 경우 유자녀 남성의 무급

노동시간은 약 19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휴가의 전체 길이보다 남성에

게 할당된 부모휴가제도가 더욱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Hook(2006)는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이전의 연구들이 개인

에만 초점을 둔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19). Esping-Andersen(2009)의 미완된 혁명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함양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남성만을 대상으로 삼은 

초기연구로 주목할만하다. 반면, 이 연구의 초점은 ‘무급노동시간’으로 가사노

19) 거시요인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미
시연구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주요한 것은 거시 자료의 
제약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개별국가수준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행동분류표가 개발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국가
비교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계기는 2000년대 초반에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가 구축된 것이었다. MTUS를 활용한 Hook(2006)는 거시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
킨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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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과 돌봄시간을 합산한 개념임에 주의해야 한다.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가

사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속성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바(Folbre, 2006; 이숙진, 

2012; Roeters, 2013; Altintas & Sullivan, 2017), 돌봄시간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Boll et al.(2014)은 MTUS 자료로 1971년부터 2005년까지 8개 국가 남성의 돌

봄시간을 국가별 부모휴가 특성과 결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에게만 가

능한 부모휴가의 기간과 소득대체율이 남성의 돌봄시간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더미와 연도더미 및 평균여성고용률을 

추가로 포함시켰을 때 더 견고해졌다. 더 나아가, 남성의 학력에 따른 부모휴가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예컨대, 높은 부모휴가 급여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

에 비해 남성 돌봄시간을 주당 1시간씩 증가시켰다. 이러한 관계는 남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진다. 따라서 고학력 남성은 남성만 쓸 수 있는 아버지의 

주(daddy weeks)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반면, 이전 가능한 휴가와 부성돌봄의 

관계는 저학력 남성들에 의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학력 남성들에게 

부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이전 불가능한 남성 

휴가를 늘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100%에 가깝게 하여 남녀 누가 쓰든지 상관없

도록 설계되어야 성평등 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강건성 테스트(robustness test)를 통해, 연구 모형의 민감성을 분석하였

는데, 토빗회귀분석을 하여도 최소제곱(OLS)회귀분석을 하였을 때와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한편 남성의 휴가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유무로만 변수를 투입

하였을 때는 정책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남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

간으로 변수를 조작화하면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부모휴가정책의 정보를 최대

한 구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모휴가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점, 상호작용효과도 본 점, 돌봄시간을 다른 무급노동, 가사일과 구분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인수준의 회귀분석만 실시하여, 자료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 모형화하지 못한 점이 한계적이다. 

   Roeters(2013)는 EWCS(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2005년 자료20)를 

20) 돌봄시간을 다루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자료를 
활용한 반면, 이 연구는 EWCS(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
다. 개인의 생활시간을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흔치 않아 MTUS 자료가 
거의 유일했는데,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개인정보 이슈로 더 이상 데이터를 업데
이트하지 않고 있어 국가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반면, EWCS 자료는 개인의 전체 
24시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시간, 돌봄시간, 가사시간, 여가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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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부적 관계를 일·가족양립정책 등 국가수준 변

수들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층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지출수준, 공

보육서비스 등록률, 부모 이데올로기 인식, 시간제근로자 비중, 저소득계층의 시

간당임금 등이 노동시간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 혹은 강화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보육서비스 등록률이 높을수록 노동시간과 돌봄시

간의 역관계를 완화시켜주었고, 시간제비중이 높을수록, 시간당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의 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eters(2013)는 노동시간과 일·가족양립정책의 상호작용항이 돌봄시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과 유사한 맥락 위에 있다. 

Hook(2006)에서도 확인했듯이,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만 유의미하게 해석되는 제

도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항을 설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나 필수불가결하다. 한편, Roeters(2013)는 남성 돌봄시간을 구분해내지 않고 남녀 

돌봄시간의 전체 합을 대상으로 한 점, 노동시간의 길이만 보고 있다는 점, 유연

근무제도 및 부모휴가제도의 효과는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돌봄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장시간노동 때문일 경우가 많지만, 

장시간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부정

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이 노동시간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

족양립정책들 중에서 부모의 돌봄시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제도인 부

모휴가제도의 효과를 간과하면 안 된다. 보육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대체해주는 제도이지만,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가 일정 정도 연령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생후 최소 몇 달간은 부모가 오롯이 돌보아야 하고, 부모

의 직접 돌봄이 가능하려면 부모휴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

하면, 공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휴가기간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므로, 

공보육서비스 등록률뿐만 아니라 부모휴가제도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김은지(2008)는 MTUS 자료로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 남녀의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을 다층경로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일·가족양립제도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노동지원정책’과 ‘양육지원정책’

으로 나누어 제도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0-2세 

개별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고, 직장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
이 함께 포함된 특징이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가장 
최신의 국가비교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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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남성의 휴가사용 유인 등 평등에 기반 한 ‘노동지원정책’이 남녀 간의 

무급노동시간 격차를 줄여, 여성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킨 반면, 3-5세 보육, 양육

수당 등 차이에 기반 한 ‘양육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남녀의 시간을 재분배하

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가 개인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

향이 명확히 존재하며,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남녀의 시간사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휴가제도의 일반적인 기간보다는 부모

휴가제도의 남성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가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유효하게 증

가시킨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김은지(2008)은 분석대상국가가 9개로 

한정적이고, 사용한 데이터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현재의 상황

을 반영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

는지, 혹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김영미(2014)는 MTUS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남녀 

돌봄시간을 비교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공보육서비스 등록률이 낮고, 성역할

태도가 평등하며, 국가 평균노동시간이 짧고,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남

성의 돌봄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부모휴가제도

와 무급노동시간의 관계는 김영미(2014)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휴가제도의 실사용률을 높

여준다고 알려진 급여대체수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을 합

친 전체 부모휴가기간만을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휴가

기간이 제도의 외양이라면, 급여대체수준 및 남성의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여부 등은 제도의 내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시켜 추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결과를 기반

하여 부성휴가제도의 활용을 연구한 Gregory & Milner(2011)는 다층분석을 하지

는 않았으나 남성에게만 부여된 부성휴가가 존재할수록 남성의 제도 활용이 높아

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휴가제도가 아닌, 남성

에게만 자격이 부여된 부성휴가제도가 있을 때 남성의 실질적인 제도 활용률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 많은 부분이 고용주의 재량에 

맡겨지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남성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휴가제

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남성들에게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활용도는 떨어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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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집합적인 단위에서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프랑스에서는 남성의 제도 활용의 

강제성이 높아 정책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양육 참여

를 목표로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초점화된 휴

가제도가 필요하고,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성

휴가를 사용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돌봄시간이 더 높다는 것을 

밝힌 Romero-Balsas(2015)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이다.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관계가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이지만,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손문금(2011)은 국가수준에서 통제가 필요한 변수에 관해 논하고 있어 검토

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돌봄 및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정책적, 제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성평등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

히기 위해 OECD에서 발간한 세계 주요국의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자료로 기술분

석 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연간 근로시간과 역관계를 보였으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가의 가족지원 공공지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정

도, 소득수준과는 정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술분석,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아쉽지만, 포함시킨 국가수준 변수, 즉 노동시장 측면(연간 근로시간, 여성

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 가족정책 측면(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 성평

등정책 측면(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 여성의 추정임금, 여성권한척도) 등의 변수

들은 참고할만하다. 

   다음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돌봄시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는 않으나, 복지국가 레짐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 세 개의 연구들에 대

해 살펴본다. Altintas & Sullivan(2017)은 MTUS 자료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15

개 국가 남성의 돌봄시간이 복지국가 레짐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감마회귀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유럽 남성들의 돌봄시간은 예전부터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최근까지도 최고 수준을 계속 갱신하며 유지하였다. 남유럽 국가에

서 남성의 돌봄시간은 매우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 확산

(social diffusion) 이론을 증명한 반면, 조합주의 국가들의 남성들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아 지체된 적응(lagged adaptation) 가설로 해석되었다. 끝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남성 돌봄시간은 양극화되었는데, 양육에 참여하는 남성의 수는 상대적으

로 적지만, 참여한 남성의 돌봄시간 수준은 북유럽 남성과 견줄 만큼 높았다. 이 

연구는 지난 40년간 다양한 국가 레짐에 따른 남성 돌봄시간의 추이를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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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함의가 있다.

   9개 국가 남녀의 돌봄시간을 비교한 Sayer & Gornick(2012)은 비취업에서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1-14시간, 15-30시간, 31-40시간, 41시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노동시간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돌봄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 수 

존재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노동시간규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매우 적었으나, 돌봄시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역관계가 불분명한 대표적인 국가로 드러났다. 반면 노동시간이 길다고 알려진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돌봄시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역관계가 반드시 지지되는 것을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노동시간을 연속

된 변수로 보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어 돌봄시간과의 관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서 Jacobs & Gerson(2004)이 주장한 ‘평균 노동시간의 허상’을 극복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김진욱, 고은주(2014)는 MTUS 자료로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5

개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을 회귀분석 하였다. 먼저 남성의 무급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본인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무급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아

내의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방향성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는 국가비교를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국과 프랑스의 남성이 노르웨이 남성들보다 무

급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프랑스, 영국의 여성이 노르웨이 여성들보

다 무급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가더미 변수의 영향력이 해

당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 때문인지,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확언하기 어렵

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또한 상대

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위의 세 연구는 젠더 레짐 혹은 국가더미 변수로 남성의 돌봄시간을 설명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불충분하다. 특히 합의된 젠더 레짐 분류 기준의 부재는 연구결과 해석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1). 뿐만 아니라 젠더 레짐으로 

21)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는 Lewis(1992)에서 온건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분류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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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뚱그려 보게 되면 다양한 국가의 세밀한 특성과 정책의 특수한 효과는 추론의 

영역으로 남게 되고, 어떠한 맥락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는 한

계가 있어, 구체적인 변수 중심의 해석이 요구된다22).

<표 1> 거시요인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요약

나, Sainsbury(1996)에서는 개별소득자-양육자 모델로 분류되었다. 

22) 특히, 부모휴가제도는 무급휴가기간, 유급휴가기간, 급여수준, 남성 인센티브 등 다양
한 측면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남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젠더 중립적인 설계를 할 경우 여성들에게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휴가제
도가 젠더 중립적이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이 부모휴가제도를 사용하였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연구자

(년도)

국

가

종속

변수

분석

대상
거시변수 연구 의의 및 한계

Hook

(2006)

20

개

국

가사+

돌봄

시간

남

부모휴가기간(-)

남성휴가인센티브(+)

기혼여성고용률(+)

주당노동시간(·)

0-2세 보육율(·)

·거의 최초의 본격적인 

거시비교연구

·돌봄시간과 가사시간을 

합쳐서 파악함

Boll et 

al.

(2014)

8개

국

돌봄

시간
남

부모휴가기간(+)

남성휴가인센티브(+)

부모휴가급여수준(+)

여성고용률(+)

·부모휴가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테스트함

·남성만을 대상으로 함

Roeters

(2013)

23

개

국

돌봄

시간

남녀

합

공보육등록률(+)

가족정책지출(+)

자녀관련인식(·)

시간제일자리비중(-)

최저임금수준(-)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남녀를 각각 살펴보지 

못함

김은지

(2008)

9개

국

가사+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노동지원정책(+)

양육지원정책(·)

·제도의 성격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살펴봄

·최근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김영미

(2014)

9개

국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부모휴가기간(·)

공보육등록률(-)

·다양한 거시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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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경활률(+)

유급노동시간(-)

성역할인식(+)

·포함된 국가 개수가 

제한되어 충분한 해석이 

안 됨(특히 여성)

Gregory

, Milner

(2011)

2개

국

휴가

제도

활용

정도

남 부성휴가제도(+)

·인터뷰와 설문지를 

혼합하여 분석함

·돌봄시간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음

손문금

(2011)

18

개

국

가사+

돌봄

시간

남녀

각각

가족정책지출(+)

연간근로시간(-)

여성경활률(+)

여성시간제비중(+)

여성권한척도(+)

여성추정소득(+)

·거시변수를 다양하게 

포함시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한 

채 상관관계 분석에 그침

Altintas,

Sullivan

(2017)

15

개

국

돌봄

시간
남 복지국가레짐

·돌봄시간의 분포를 

반영하여 감마분석을 

시도함

·레짐으로만 설명함

Sayer,

Gornick

(2012)

9개

국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복지국가레짐

·국가별 상세한 특성을 

기술함

·국가의 특성을 변수로 

포착하지 못함

김진욱,

고은주

(2014)

5개

국

가사+

돌봄

시간

남녀

각각
국가더미

·한국을 포함하여 국가 

비교함

·거시자료를 변수화하지 

못함



- 39 -

제 3 절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

   3절에서는 노동시간 관련 특성들이 돌봄시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실증연구들을 살펴본다. 먼저, 노동시간의 길이와 돌봄시간의 

관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변동하는지 검토하고, 노동시간이 표준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논한다. 

   또한 노동시간 자율성이 돌봄시간의 증감에 미칠 영향을 규명하고, 노동시간 

특성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

고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함으

로써 시간가용이론, 젠더이론 및 경계확장자원이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고, 연구가설 도출의 실증적 기반을 확립한다.

1.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

1) 생활시간의 배분

   영합(zero-sum) 게임과도 같이 하루 24시간 내에서 어느 한 영역에서의 소요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시간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본

질적으로 어느 한 영역의 시간과 다른 영역의 시간은 상쇄 관계(trade-off)에 놓

이게 된다. 개인의 생활시간은 크게 필수생활시간(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의무

생활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학습 등), 여가생활시간(교제, 미디어 이용, 스포츠 

등) 3종류로 구분된다(통계청, 2014). 생활시간의 배분은 보통 의무생활시간, 필수

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등 요구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다(주은선, 2014). 개인마

다 요구되는 시간의 양은 각기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한 영역의 시간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을 때보다 각 영역의 활동들이 골고루 배분되었을 때 생활

의 균형감이 있다고 본다(Guest, 2002).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과 재량시간이 충돌할 때, 혹은 의무시간끼리 상충

될 때, 개인은 시간의 압박을 느낀다. 시간 압박(time pressure)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 중 하나가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이다(Jacobs & Gerson, 2004). 유급

노동과 돌봄노동이 모두 의무생활시간에 속해, 어느 것을 희생해야 할지 결정하

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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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개인이 처

한 상황,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이에 대해 여러 이론들이 설명하

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가용성이론, 수요대응이론, 인적자본론, 부모이데올로

기론, 젠더이론 등이 있다. 먼저 시간가용이론(time availability theory)은 노동시

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돌봄시간이 정해진다고 설명한다(Becker, 1965). 즉, 돌봄

시간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이 먼저 정해지고, 

남는 시간동안 돌봄, 가사, 여가 등의 활동들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돌봄 측면에

서 부모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부모의 노동시장에 투입할 

가용성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으로 수요-대응 이론(demand-response theory)은 돌봄시간이 노동시간

에 우선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Aldous et al., 1998). 다시 말하면, 자녀가 

어리고,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요구되는 돌봄시간의 양은 증가한다(Sayer et al., 

2004). 개인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돌봄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의 시간

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하고자 할 것이다.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개인의 학력이나 소득 등 인적자본 수준

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다(Dotti Sani & Treas, 2016). 실제로 

고학력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된 기회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Bonke & Esping-Andersen, 2011). 고학력, 

고소득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서라도 돌봄시간을 늘리고

자 하는 특성이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는 일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

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도의 실효성 측면과도 연관이 되는데, 고학력

이나 고소득집단이 저소득집단에 비해 일·가족양립제도의 사용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김영미, 2014).

   또한 생활시간배분을 개인의 인식 및 태도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 

부모 이데올로기론(parenthood ideology theory)이 있다. 부모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은 돌봄시간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자 할 것이고, 반대로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부모는 돌봄시간을 최소한으로 갖고자 한다고 설명

한다.  

   젠더 이론(gender theory)은 여성의 돌봄시간에 대한 탄력성이 남성에 비해 낮

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족 내 영역을 담당해왔으므로 여성들은 가

사 및 돌봄 활동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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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노동시간의 간섭을 덜 받고, 돌봄시간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Craig & Powell, 2012). 동일한 시간 야근을 하고 귀가를 하더라도, 여성은 짧게

나마 아이를 돌보고 가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반면, 남성은 개인유지

시간 및 소극적 여가시간을 보내다가 취침에 이르는 한국적 상황과도 매우 잘 부

합하는 설명이다(조미라, 201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개인 특성을 통해 시간 사용을 예측하는 

틀로 시간가용성이론, 인적자본론, 젠더이론, 부모 이데올로기론이 있고, 자녀 특

성에 기반을 두고 설명하는 이론은 수용대응이론으로 볼 수 있다. 각 이론은 나

름의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 연령, 자녀수 등

의 요인들은 남성 돌봄시간에 대한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차용한다(Haas & Hwang, 2008; Gracia & Kalmijn, 2016; 김영미, 2014). 따라서 

남성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서 돌봄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는 틀로 시간가

용성이론과 젠더이론에 주목하고, 이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노동시간과 돌봄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시간 

배분은 매우 유동적이고, 모든 영역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활시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시간은 ‘고용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활동이나 책임을 수행

하는 등 노동자가 일을 하는 모든 기간’으로 규정되며(Directive 2003/88/EC), 다

른 생활시간에 비해 개인의 의도를 반영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노

동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노동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계약 상으로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고용주의 판단에 근거해 조정되어, 개인의 의향이 반영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23). 따라서 노동시간의 외생성으로 인해 요구도 높은 돌봄시간과의 

충돌 현상이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는지, 혹은 남녀에 따라 반응

하는 양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남성의 노동시간이 표준 근무시간보다 길다고 가정하면, 다른 영역의 생

23) 노동시간은 국가의 산업구조 등 거시적인 노동시장 특성과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을 반
영하는 거시변수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평균 노
동시간이 아닌 남성 개인의 노동시간을 측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구성물의 최종 결과
물로서 개인의 노동시간 길이가 일·가족양립정책을 조절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개인 특성 변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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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간들은 크던 작던 일정 정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시간가용이론은 장시간노동

이 돌봄시간 확보를 방해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장시간노동은 남녀 상

관없이 물리적인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직장 이외의 생활을 잠식하고, 삶을 단

조롭게 만든다. 이때 돌봄시간과 노동시간의 관계는 단순히 상쇄 관계로만 간주

할 수는 없는데, 돌봄시간 역시 의무생활시간에 해당되어,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자녀의 기본적

인 의식주를 생략할 수 없는 것이다. 요구도 높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키

우는 일은 취업부모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된다. 돌봄시간은 의무

생활시간이어서 축소나 대체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부모들은 다른 재량시간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취업부모는 의무생활시간들에 치여 개인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필수시간과 심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여가시간 등이 만성적으

로 부족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젠더 이론의 풀이가 힘을 얻는데, 충돌하는 두 영역의 시간을 조절하

는 양식이 남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퇴근 이후 생활시간을 

분석한 이승호, 박미진(2017)에서 퇴근시간대(3-5시/ 5-7시/ 7-9시30분/ 9시30분-

자정)가 늦어짐에 따라 돌봄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시간가용이론이 작동됨을 

밝혔고, 젠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도 여성이

라는 이유로 더 많은 가사와 돌봄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젠더 이론 역시 한국 상

황에서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장시간노동이 

만연할수록 이상적 노동자 규범이 강하게 작동되어,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신경아, 2009)를 환기시켜 준다. 따라서 장시

간 노동은 남성의 돌봄시간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강

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표준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단시

간 노동은 개인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가족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짧은 노동시간

은 다른 생활시간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는데, 여

기서 젠더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젠더 이론은 남녀에게 가용 시간이 주어진

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우선적으로 가족의 요구시간을 채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집단에서 오히려 돌봄시간의 젠더 격차가 극대화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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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

   노동시간 자율성(work schedule autonomy)24)은 노동자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노동시

간 유연성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Hill et al., 2008). 노동시간 자율성은 일종

의 자원으로 간주되어, ‘성과에 활용하거나 일의 부담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자

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자산'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Voydanoff, 2005). 노동시간에 있어서 자율성이 주어지면 직장에서의 높은 업무 

요구의 부정적인 영향의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고(Mustosmäki et al., 
2011), 생활의 전반적인 시간사용이 개인의 선호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

서 자녀가 있는 남성들은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일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른 적

합한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일과 가족 양립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

휴가 등을 통한 유급노동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될 수도 

있다. 

   노동시간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혜택(fringe benefit)으로 

주어지는데, 직장 업무를 가장 우선시해주길 바라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생산

성 하락을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기 보

다는 핵심 인력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매력적인 복지혜택 제공을 통해 직장 이미지가 제고되어 더욱 우수한 인력의 유

입을 꾀한다.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는 상당히 복합적인데, 노동시간 자율성이 

증가하였을 때, 돌봄시간은 증가나 감소를 할 수 있고,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아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계확장자원이론(boundary spanning 

resource theory)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요구와 가족에서

의 요구가 상충하여 역할갈등을 겪게 될 때, 노동시간이 유연해지면 일과 가족의 

경계를 조정하는 통제력을 늘려주고 일과 가족의 책임을 협치할 수 있게 해줌으

로써, 직장과 가족영역 모두에서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Voydanoff, 2005). 

24) 노동시간 자율성도 앞에서의 노동시간 길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으
로 간주되지만,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고용형태나 직
종 등 노동시장 요소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간 자율성 수준이 규정되는 부분은 본 연구 
모형에서 잔차(error term)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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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돌봄의 욕구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근무시간 중 1~2시간 외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가 정규 보육·교육시설에서 마치는 시간에 마중을 나가고 학원에 보내는 식

으로 직장과 가족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가 유연해지면, 남성은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노동시간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돌봄시간을 이전보다 감소시키거나 아니

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Mazmanian et al. (2013)에서 

언급된 자율성의 역설(autonomy paradox)은 노동자에게 재량이 주어지면 결국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상황을 지적한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더 많

은 책임감과 연관되기도 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의 갈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고용주에게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은 대신 더 열심히 업무를 하여 자신이 보장받은 

자율성을 보상하려 한다는 것이다(Chung & Horst, 2018). 또 다른 가능성으로, 증

가한 노동시간 자율성의 활용 목적이 돌봄시간 확보에 있지 않고, 직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 혹은 여가시간을 

증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부모·부성휴가제도를 표면적

으로 사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재취업의 기회로 삼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시간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들을 참고하면(이선형, 이지혜, 2015), 이에 대해 주

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자율성은 일과 가족 양립에, 더 나

아가 남성 돌봄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에 대해 정리해보자. 남성의 노

동시간은 하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노동시간의 양과 질은 개

인의 시간 배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노동이 일상화된 직장이라면, 개

인의 재량시간은 단축되고, 일터가 아닌 곳에서의 활동은 최소화되어 다채로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노동시간과 남성 돌봄시간의 역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Tanaka & Waldfogel, 2007; Baxter, 2009; Norman et al., 2014 등)

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장시간노동의 폐해는 비교적 오랜 세월동안 연구

되어 왔으나, 노동시간의 자율성은 남성 돌봄시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Kim, 2018).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자녀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노동시

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가족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삶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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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반면 경직적인 노동시간 문화가 팽배하면 상황에 따른 대처가 용이하지 

않고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주체적인 일상 시간표를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남성

의 노동시간 길이 측면에만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자율성 측면

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 돌봄시간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남성의 노동시장 요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인케 해줄 것으로 기대

된다.

3.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노동시간 특성은 그 자체로 남성 돌봄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

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시간 특성이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

의 관계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역할도 수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

구들은 노동시간 특성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특

성에 따라 크기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특성과 남성 돌봄시간의 직접적인 관계와 달리 부모·부성휴가제도

를 조절하는 효과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

간이 길어 노동의 강도 및 요구가 강한 집단들에게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 노동의 강도가 세면 노동을 일시 정지하고 돌봄을 위한 휴

가를 사용하는 결정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Chung, 2018). 

둘째,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로 주변의 휴가 사용자가 증가하여 남성의 양육 

참여가 사회를 주도하는 가치가 되더라도, 장시간노동에 매여있는 남성들은 본인

의 휴가사용이 제한될뿐더러,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돌봄시간을 증가시키기에

도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반면 노동시간이 표준적이거나 그보다 짧은 집단에서

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남성 돌봄시간을 증가시킬 환경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 집단에 비해 장시간 노동자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가 최소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시간 자율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논리가 작동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핵

심 인력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자율성이 주어지는데, 이들은 노

동의 현장에서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험에 대한 두려움의 역치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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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욕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휴직을 선택하는,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부모·

부성휴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발달한 국

가에서는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의 활용률이 비교적 높고, 결과적으로 남

성 돌봄시간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노동시간의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경직적인 노동문화 속에서 가족 내의 사안을 위해 일시적 노동 중단

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노동시간의 자율성이 낮다는 의미는 고용주에 의해 

이러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고, 즉 회사의 핵심 인력이 아닌,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실직의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

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효

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을 조절하는 요인이 노동시간 특성만 있

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부모·부성휴가제도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작

동한다는 가족정책의 계층성 문제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노혜진, 2019). 고소득, 

정규직일수록 정책의 활용이 높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별로 부모휴가제도의 효

과가 차등적으로 발현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박미진, 2017). 즉, 중소기업에 종사

하는 남성들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에게서 육아휴직의 발달에 따른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노동시장 분절론 혹은 이중노동시장이론

이 가족정책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는, 

남녀 임금격차 혹은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가족 측면 성과에 방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그리 적합한 틀이 되지 못한다. 

Chung(2018)에서도 가족정책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집단의 내부

자 및 외부자의 정의를 새롭게 내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대기업에 종사하

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고 해서, 혹은 정규직 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부모·부성휴가제도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돌봄시간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적 

가용성이 있는지, 노동 강도가 센 업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얼마나 자율적

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적합한 조절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 말하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정책들의 효과는 계층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시간의 자율성이 없다면 제



- 47 -

아무리 고소득 계층이어도 충분한 돌봄시간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제

로 노동시간의 특성에 따라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차별

됨이 확인된다면, 남성 돌봄시간의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하는 등의 정책적 개입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본 파트에서는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고찰함으

로써, 본 연구 가설 설립의 기반을 확립한다. 먼저 노동시간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점검한 후, 노동시간 자율성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노

동시간의 특성에 따라 조절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

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일·가족양립의 주체로서 남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Heilman et al., 2017).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남성의 돌봄시간을 살펴본 연구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시간 특성 중 노동시간의 길이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대체로 부적 관계로 드러났다. 즉, 노동시간이 길거나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남성 돌봄시간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일국 내의 분석(Baxter, 2009; 

Rapoport & Bourdais, 2008; Kim, 2018; Gracia & Kalmijn, 2016; Barnett & 

Baruch, 1987; Aldous et al., 1998; Silver, 1993; 김소영, 진미정, 2016)뿐만 아니라, 

다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김영미, 2014 등)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와 돌봄시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

는 연구들(Norman et al., 2014; 주은선 외, 2014; Haas & Hwang, 2008)도 일부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돌봄시간은 여성의 돌봄시간에 비해 낮게 유

지되고 있지만, 이는 남성의 노동시간의 길이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전일제 혹은 시간제 여부 

등 이분 변수로만 살펴본 점(Norman et al., 2014; 주은선 외, 2014), 일국 내에서

도 일부 대기업에 종사하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Haas & Hw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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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를 엄밀하게 파

악하여 추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시간의 통제권이 전혀 없는 남성들에 비해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시간이 더 많고, 통제권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돌봄시

간도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Chung & Horst, 2018).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남성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중간 서열 이하의 직종에 종

사하는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노동시간 자율성이 전문직종, 관

리직종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 사이에서만 돌봄시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암시하였다. Baxter(2009)에서도 자율성이 있는 남성에 비해 자율성이 제한된 

남성의 경우 주말에 0-3세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약 19분 줄어드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최근 들어 성평등 인센티브, 아버지 쿼터 등 부모휴가제도 내에서도 특수한 

기능을 추가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꾀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국가마다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Esping-Andersen(2009)은 그 이유를 노동시장에서 

찾고 있다. 경쟁압력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는 경력단절의 불이익이 크지만, 그

렇지 않은 노동시장에서는 그 불이익이 적어, 부모휴가제도의 기능이 극대화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도의 효과성을 온전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특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가족양립제도와 노동시장 특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남성 돌봄시간을 규명한 연구는 절

대적으로 부족하여, 종속변수의 개념적 범위를 넓혀서 탐색한다(Gallie & Russell, 

2009; Steiber, 2009; Bünning & Pollmann-Schult, 2016; Taiji & Mills, 2019, 

Chung, 2019; Haar, 2008).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한 Taiji & 

Mills(2019)는 종속변수를 일·가족갈등에 대한 인식을 설정하긴 하였으나, 노동시

간의 특성과 사회제도가 어떻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에서의 비표준스케줄은 일·가족갈등을 초래

하지만, 남성이 속한 국가의 노동조합 가입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으면 그 

관계를 완화시켜 준다고 밝혔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 친화적인 사회제도의 발

달은 노동자의 일·가족 갈등 인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노동시간 특성은 사회제도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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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Chung(2019)은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가 개인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

하는지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층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급 부모휴가 기간이 

길수록 부모의 노동시간 자율성은 높아지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저숙련 부모보다 고숙련 부모들에게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공보율등록률이 높을수록 부모의 노동시간 자율성은 상승하는 정적 관계

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방향성 역시 고숙련 부모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

다. Chung(2019)은 비록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가족양립제도의 파급력이 모든 집단에서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직장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23개 국가를 다층분석한 Roeters(2013)에서는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은 역관계인데, 공보육등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준다고 분석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공보육등록률은 직접적으로 돌봄시

간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개인의 노동시간과의 상호작용항으로 투입되었을 때

는 공보육등록률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 개의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을 노동시간의 특성 간의 상호작용 효

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남성과 여성의 대응방식의 차이가 이

질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못한 점, 일·가족양립

의 핵심적인 척도로서 돌봄시간을 파악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여 보충

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일·가족양립정책을 직장 관련 정책(occupational 

policies)과 국가 제공 정책(statutory policies)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제도변수를 

투입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공보육등록률 등

을 투입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모형에 일·가족양립정책을 설명변수로 고려

할 때는 제도의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국

가가 몇 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얼마나 높은 비중으로 공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이 공보육 제도의 형식이라면, 개인이 공보육시설에 등록하는

지 여부는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공보육시설 변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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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요약

연구자

(년도)

국

가

종속

변수

분석

대상

노동시간 특성 

변수
연구 의의 및 한계

Rapopo

rt& 

Bourdai

s(2008)

캐

나

다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유연근무(·)

·노동시간대와 시간양을 동시에 

분석함. 내생성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진 못함

Kim

(2018)

미

국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유연근무(+)

·다양한 종류의 

유연노동시간제도에 대해 각각 

살펴봄

·돌봄시간을 관계강화활동과 

루틴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봄

·국가별 차이를 알 수 없음

Gracia&

Kalmijn(

2016)

스

페

인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시간조사의 ‘함께한 사람’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함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진 못함

Barnett

&

Baruch

(1987)

미

국

돌봄

시간
남 노동시간(-)

·남성의 돌봄참여에 대한 

초기연구

·보스턴 지역에 사는 백인 부부로 

한정된 샘플링

주은선 

외

(2014)

한

국

돌봄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관련 이론들에 대해 풍부하게 

논의한 후, 돌봄시간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분석함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진 못함

Haas & 

Hwang

(2008)

스

웨

덴

돌봄

시간
남 노동시간(·)

·돌봄시간을 물리적 시간 및 

감정적 시간 등 구분하여 분석함

·대기업에 종사하는 스웨덴 

남성에 한정된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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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ous 

et al.

(1998)

미

국

돌봄

시간
남 노동시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돌봄시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

·미국만을 대상으로 함

Silver

(1993)

미

국

돌봄

시간

남녀

합
노동시간(-)

·미국의 일·가족양립 이슈에 

대한 초기 연구 방식을 보여줌

·오래된 데이터임

김영미

(2014)

9

개

국

무급

노동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다양한 국가를 포함하여 

다층분석함으로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임

·일부 종속변수를 무급노동으로 

봄

Chung 

& Horst

(2018)

영

국

무급

노동

시간

남녀

각각

노동시간 

자율성(+)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의 

정확도가 높음

·일국 내 분석에 그쳐, 

거시제도와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Taiji&

Mills

(2019)

32

개

국

일

가족

갈등

인식

남녀

각각

공보육등록률

노조가입률

단체협약적용률

GDP수준

·국가비교를 통해 사회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일·가족갈등 인식 변수로 

측정함

Chung

(2019)

27

개

국

노동

시간

자율

성

남녀

합

부모휴가기간

공보육등록률

가족정책지출

·국가비교를 통해 

일·가족양립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종속변수를 노동시간 자율성으로 

파악함

Roeters

(2013)

23

개

국

돌봄

시간

남녀

합

공보육등록률(+)

가족정책지출(+)

자녀관련인식(·)

시간제일자리비중

(-)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남녀를 각각 살펴보지 못함



- 52 -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간가용이론, 젠더 이론 및 경계확장자원이론에 기대어 

노동시간의 길이와 자율성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이

론과 함께 돌봄시간 연구에서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론, 부모 이데올로

기론, 적응지체이론, 협조적 적응이론, 수요대응이론 등이 있다. 각각의 이론은 

<표 3>과 같이 학력, 연령, 맞벌이 여부, 자녀수, 조부모수 등의 변수로 대변되어 

연구에 활용된다. 

   학력은 남성 돌봄시간과 정적인 관계 나타내기도 하고(Meteyer & 

Perry-Jenkins,  2010; 권진, 김진욱, 2017; 주은선 외, 2014; 김영미, 2014), 부적 

관계를 띄기도 하며(Norman et al., 2014), 유의미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기도 한다

(Barnett & Baruch, 1987; Haas & Hwang, 2008; Gracia & Kalmijn, 2016). 학력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소득 또한 부성 돌봄시간과 정적관계를 띄기도 하

고(Meteyer & Perry-Jenkins,  2010; Norman et al., 2014), 부적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주은선 외, 2014). 이러한 혼재된 결과는 이론적 접근과는 달리 인적자본론

이 남성의 돌봄시간을 실증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의 돌봄시간이 낮을 것이라는 적응지체이론은 어

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acia & Kalmijn, 106; 김진욱, 권진, 

2017).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성의 돌봄시간은 증가할 것이라는 협조적 

적응이론 역시 상대적으로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자녀수가 많을수

록 남성 돌봄시간이 높을 것이라는 수요대응이론도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동거하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

을 때 보조 양육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의 공식적인 돌봄이 부족할 때 비

공식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나, 조부모 스스로 유급노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할 수도 있

다(Crespi & Ruspini, 2016: 139).

최저임금수준(-)

류연규, 

백승호

(2013)

16

개

국

근로

소득
여

높은급여부모휴

가기간(·)

·부모휴가기간을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파악함

·남성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53 -

<표 3> 개인수준의 통제변수 관련 연구 정리

연구자

(년도)
국가

종속

변수

분석

대상
노동시간 특성 변수

Meteyer & 

Perry-Jenkins

(2010)

미국
돌봄

시간
남

학력(+)

소득(+)

배우자 노동시간(+)
Norman et 

al.(2014)
영국

돌봄

시간
남

학력(-)

연령(·)
Barnett& Baruch

(1987)
미국

돌봄

시간
남

학력(·)

자녀수(+)

주은선 외(2014) 한국
돌봄

시간

남녀

각각

학력(+)

자녀수(·)

권진, 김진욱

(2017)
한국

돌봄

시간
남

학력(+)

연령(-)

자녀수(+)
Haas & Hwang

(2008)
스웨덴

돌봄

시간
남 학력(·)

김영미

(2014)
9개국

무급노동

시간

남녀

각각

학력(+)

연령(·)

자녀수(·)
Aldous et 

al.(1998)
미국

돌봄

시간
남

학력: 

신체적돌봄(-), 대화(+)

Gracia& Kalmijn

(2016)
스페인

돌봄

시간

남녀

각각

학력(·)

연령(-)

자녀수(+)
Crespi & Ruspini 

(2016)
이태리

돌봄

시간
남 조부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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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및 연구가설

1. 문헌검토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 및 실증연구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비교 연구결과,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남성의 돌봄

시간이 높은 경향을 드러냈다(Roeters, 2013). 특히 남성의 부모휴가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들에서 남성의 돌봄시간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Boll et al., 2014). 한편 부모휴가기간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

계가 부적으로 나온 연구 결과도 있는데(Hook, 2006), 이 때의 부모휴가기간은 모

성휴가와 부모휴가, 돌봄휴가를 모두 포함하였고, 또한 유급기간과 무급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부모휴가기간을 광의로 정의한 까닭에 다른 연구들과 반대 방향

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시간가용성 이론은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

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상쇄관계를 보인다. 간혹 남성의 노동시간과 돌봄시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연구 결과들도 몇몇 존재하지만(Norman et 

al., 2014; Haas & Hwang, 2008; 주은선 외, 2014 등),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일국 

내의 분석에 그쳤다는 점과 분석에 포함된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Norman 

et al., 2014), 노동시간을 직접적으로 변수화하지 않고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

만을 구분한 점(Norman et al., 2014; 주은선 외, 2014) 등을 고려하면 변수의 조

작화 및 연구대상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경계확장자원이

론에 기대어 해석되는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는 정적인 양상

을 나타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시간 자율성이 주어지면 오히려 업무의 강도를 

높혀 자율성을 부여받은 보상으로 스스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돌봄시간을 축소하

는 자율성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들도 적지 않아 본 표본에서도 그러한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돌봄시간 관련 이론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

서는 핵심적인 이론으로 시간가용이론, 젠더이론, 경계확장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고, 다른 이론들에서 설명하는 변수들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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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돌봄시간 관련 이론 정리

이론 핵심 변수 본 연구에서의 활용

젠더 이론 남성 돌봄시간 종속(Y)변수

인적자본론 학력 통제변수

부모 이데올로기론 학력 통제변수

적응지체이론 연령 통제변수

시간가용이론 노동시간 조절()변수

경계확장자원이론 노동시간 자율성 조절()변수

수요대응이론 자녀수 통제변수

신제도주의 이론 제도 변수 독립()변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부성휴가제도 및 노동시간 특성과 돌봄시간 관계

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부

모·부성휴가제도와 노동시간 특성의 결합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동일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실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종착 지점이 부모가 속한 노동시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다. 

   국가 수준에서 각종의 일·가족양립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모

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육서비스제도나 아동수당과 같이 개인과 국가

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들도 있지만, 일부는 직장을 

매개로 정책의 활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국 내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국가의 일·

가족양립정책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지는 국가 및 개인이 처한 상

황에 달려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가 희망할 때 자동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국가의 정책 기조를 시장영

역에까지 관철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경우는 노동시장을 통과

하며 정책의 효과가 다양하게 굴절되어 집행된다.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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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의 일·가족양립제도 활용률이 높을 것이고, 경쟁이 치

열한 노동시장의 남성들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균

형 있는 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

다. 장시간노동이 만연하거나, 노동시간이 매우 경직적일 때 부모·부성휴가제도

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부모·부성휴가제도가 실질적으

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일·가족양립의 환경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의 돌봄시

간을 조절하는 노동시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2. 연구가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발달할수록 개인의 일·가족양

립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휴가제도와 인센티브 제도의 발

달이 남성 돌봄시간과 양의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휴가제도의 발달은 

부모권을 신장시켜 장기적으로 돌봄시간을 증가시는 역할을 하고, 유연근무에 대

한 인센티브 제공은 남성의 시간사용 선택권을 넓혀주어 돌봄시간을 증가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1-1. 부모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돌봄시간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1-2. 부성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돌봄시간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1-3. 인센티브 제도의 발달과 남성의 돌봄시간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노동시간의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시간

가용성이론에 기대어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은 역관계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 57 -

하지만 젠더 이론은 가용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돌봄시간 확보

는 제한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어 남성만을 표본으로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 어떠

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간 자율성이 

증가하면 시간배분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시간을 증감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정상재로 간주하였고, 경계

확장자원이론에 따라 남성의 노동시간이 자유로울수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돌봄

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러한 조정과정이 주로 여성에

게서 발견된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경계확장이론이 공히 적용되는지, 혹은 자율성의 역설이 발현되지는 않는지 주의

하여 살펴본다. 

연구가설2-1.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와 돌봄시간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2-2.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은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

다.

   마지막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남성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시간

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부모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은 양의 

방향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시간노동은 개인의 생활시간 가용성을 떨

어뜨려 부모휴가제도의 덫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표준적이거나 

단시간인 경우 휴가제도의 의도한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

성의 노동시간이 경직적이면 국가차원에 도입된 휴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은 돌봄시간과 정적인 관계를 띌 것인

데, 남성의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유연한 시간사용이 어렵다면, 부성휴가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여부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국가보다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남성의 돌봄

시간이 높을 것이지만, 장시간 노동과 경직적 노동시간의 특성을 가진 남성 집단

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가설3-1. 부모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가 

짧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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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3-2. 부모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

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3-3. 부성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가 

짧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3-4. 부성휴가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

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3-5. 인센티브 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길이

가 짧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3-6. 인센티브 제도와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는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

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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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시간 결정요인을 노동시간 특성과 부모·부성휴가제도

의 결합 관계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시간사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에서의 노동시간과 관련

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

하는 자료로 유럽의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이하 

EWCS)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한다. EWCS를 분석 자료로 선정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WCS는 개인의 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시간사용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풍부하다. 시간일지 자

료25)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는 제공되는 변수가 없어서 시간 사용 패턴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EWCS는 기본적으로 일

자리의 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으로, 직장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하

고자 하는 노동시간 자율성 변수 등 돌봄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가구 정보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히 파악이 가

능하여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EWCS 설문에서는 ‘평균적으로 자녀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 돌봄시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간일지 자료는 

25) 양적연구에서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설문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과 하루 일과 전체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시간사용연구
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방식은 후자이다. 응답자에게 가계부를 쓰듯 하루 24시
간의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시간사용 조사는 1920년대 러시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1970년대에 국제 시간사용 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의 노력에 의해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IATUR은 시간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여 
국가비교를 용이하게 하였고, 비로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인 국가비교 시간
사용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간일지 자료는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
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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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특성상 ‘기준 기간(reference period)’이 존재하고, 기준 기간은 대체로 하루

나 이틀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진 요일에 따라 돌봄시간의 오차가 발

생할 수 있어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중에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경우, 주말에 집중적으로 돌봄시간을 늘려서 보상을 하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Steward, 2009). 따라서 특

정한 날 하루의 패턴이 아닌, 보다 긴 기간 동안의 흐름을 포착해야 평균적인 시

간 사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연구 범위가 일국내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통계적 확인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수의 국가 비교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EWCS 자료는 3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다층분석 등 국가 비교

에 용이하다. MTUS 자료 역시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몇 몇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시간사용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가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자료가 확보되고 있

는 EWCS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EWCS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여러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한계

도 존재한다. 우선, 조사 주최기관이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이므로 조사 

대상 역시 유럽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유럽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럽지역 내에서도 단일적인 패턴이 아닌 다양한 수준 차이

를 드러내고 있는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

라, 한국에서도 ‘근로환경조사’라는 이름으로 EWCS의 설문지를 번역하여 2006

년부터 2017년까지 5회째 진행된 바 있어, 한국 사례를 유럽과 비교·대조할 수 

있으며 미국 등 기타 지역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EWCS 설문지 구조 상, 돌봄시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예컨대, MTUS의 설문처럼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긴 것인지, 신체활동

을 하는 시간이 긴 것인지, 혹은 누구와 함께 동시행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

히 알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점, 최근의 국가비교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의 장점이 더 크다고 판

단되어 이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일하고 있는 아버지(working fathers)이다. 구체적

으로 자녀여부, 취업여부, 유배우자, 생산가능연령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

는 남성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택한다. 자녀 돌봄시간 자체는 자녀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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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성립하는 시간이므로 유자녀 남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

인 자녀는 돌봄의 요구도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8세 이하의 미성

년 자녀가 있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돌봄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일 요소는 취업 여

부이다. 취업을 한 남성이 아이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이 아이에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의 절대적 양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취업부모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터에서의 요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동시

에 가족의 압력은 증가하는 ‘생애 단계 압박(life stage squeezes)’을 경험하게 

되는데(Oppenheimer, 1974; Estes & Wilensky, 1978), 이러한 생애주기에 있는 취

업 중인 남성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야 동질성 내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연령(15-64세) 범위에 있는 남성만을 분석 대상에 포괄한다.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 돌봄시간’으로, 두 단계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자녀를 돌보거나 교육합니까?’

라는 질문에 ‘매일/ 주3-4회/ 월3-4회/ 더 적게/ 전혀 하지 않음’이라는 5지 선

다형 질문에 응답을 한다26). 그 다음에 ‘매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자녀를 돌보거나 교육합니까?’라는 추가 질문

을 통해 구체적인 돌봄시간(hours)과 분(minutes)이 파악된다. 

   두 문항은 응답자 수와 분포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먼저, 돌봄

시간(minutes)에 응답한 응답자수는 돌봄 빈도 문항 응답자에 비해 적다. 얼마나 

자주 돌보는지 물었을 때 ‘매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한 

26) 한국의 근로환경조사 4차 설문의 경우 돌봄 빈도를 6점 척도로 응답을 받고 있어, 유
럽의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한시간 이상’과 ‘매일 또는 이틀에 
한 시간 미만’ 응답을 ‘매일’로 리코드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유럽의 근로환경조사
에서 2010년 이전 설문지의 6점 척도를 2015년 기준의 5점 척도로 리코드하여 분석한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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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답 분포가 최소 30분에서 최대 1440분까지 넓게 분포

되어 있어 변량이 큰 장점이 있다. 반면 돌봄 빈도(frequency)는 한 달을 기준범

주로 삼고 있어 매일 자녀를 돌보지 않더라도 분석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현실

적인 남성의 패턴을 포착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매일 돌봄을 

수행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돌봄 빈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을 보다 분

명하게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얼마나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참여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변수를 통합

하여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즉, 돌봄 빈도 문항의 응답 형태를 유지하여 전

체 남성의 돌봄 시간 분포를 파악하고(1~4점),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성들의 

구체적인 응답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재분류하여 돌봄시간의 강도를 포착하고자 

했다(5~10점)27).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되는 돌봄시간은 전체 남성을 대

상으로 하되, 돌봄시간의 강도도 반영된 10점 척도의 변수이다. 이 변수는 설문지 

상에 제공된 두 문항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어, 표본 수 및 

변량 확보 측면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2) 독립변수

   국가 수준의 첫 번째 독립변수는 ‘부모휴가제도의 발달 정도’이다. 부모휴

가제도의 발달정도는 소득대체율이 66% 이상 되는 유급 부모휴가기간(well-paid 

duration) 및 전체 유급기간(paid duration)으로 파악하고자 한다28). 전통적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을 포괄하는 비교연구에서는 ‘부모휴가기간’ 변수를 가장 많

이 사용해왔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휴가기간 동안 급여가 제공되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전체 기간을 비교하였으나, 점차 유급기간만을 변수화 하여 사용하는 추

세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간의 발달 수준 비교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을 2/3 이상 되는 기간만을 산정하거나,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살펴보는 등 세부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이 

27) 1:한달 동안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음, 2:월1-2회, 3:월3-4회, 4:주3-4회, 5:매일(1시간 
이하), 6:매일(1~2시간), 7:매일(2~3시간), 8:매일(3~4시간), 9:매일(4~5시간), 10:매일(5시간 
초과)

28) 부모휴가제도의 변수화에 대해서는 Dearing(2016)에서 제시한 EGDL(Equal Gender 
Division of Labor) 지수로 계산하여 투입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 있다: (a)전체 휴가기
간, (b)급여가 높은(well-paid) 휴가기간, (c)유급기간의 아버지 할당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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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고 있다(Hook, 2006; Boll et al., 2014).

   두 번째 제도변수는 ‘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이다. 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는 부모휴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급여의 기간 및 유급기간으로 양분하여 살펴

본다. 부성휴가제도는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녀, 남성 돌봄시간에 보

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제도변수는 ‘인센티브 제도’로써,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father incentive)’ 및 ‘육아기 유연근무 인센티브 제공 여부’로 

파악한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남성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여부

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 쿼터제, 아버지 보너스 기

간 제공 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또한 육아기 유연근무 제공여부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취업 부모를 위한 특수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파악된다. 개인수준의 노동시간 자율성은 실질

적으로 남성이 직장에서 얼만큼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포착하는 변

수라면, 국가수준의 유연근무 인센티브 제도는 노동시장의 노동자 친화성을 반영

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수준의 첫 번째 독립변수는 ‘유급노동시간’으로 ‘당신은 

주(main) 직장에서 일주일에 대개 몇 시간을 일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자

기응답으로 측정된다. 여기에는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제외

된다. 그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부

(sub) 직장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의 경우 부직장에서의 노동시간도 합산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국가별 집단 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된 값을 투입하

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노동시간 자율성’으로 개인용무로 인한 외출 가능성 

변수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가족의 일로 근무 시간 내에 

1-2시간 외출을 할 수 있나요?(Would you say that for you arranging to take an 

hour or two off during working hours to take care of personal or family 

matters is..)’라는 질문에 ‘매우 어려움(1점)’부터 ‘매우 쉬움(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한다. 

3)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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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는 크게 3종류로 구분되는데, 개인수준의 ‘인적특성’과, ‘가구특

성’, 국가수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다. ‘인적특성29)’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학력과 연령이 포함되고, ‘가구특성30)’으로는 동거하는 조부모의 수와 

자녀의 수가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는 노조조직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가평균 여성의 돌봄시간이 포함된다. 남성의 돌봄시간 수준은 사회문화적 맥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중심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 및 국가의 돌봄에 대한 가치 및 현실이 반영된 변수 

등도 포괄하였다. 

<표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29) 인적특성 중 소득 및 성역할태도가 고려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남성의 가족화가 전계층이 아닌, 고소득층 남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어 성
평등 혁명의 비대칭성을 강조한 Esping-Andersen(2009)의 지적을 상기할 때, 소득 자료
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응답자 중 23.83%가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
입하지 않아 분석의 한계상 포함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EWCS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아 모형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역할태도의 대리변수로 학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를 참고할 때(Duvander, 2014: 914), 학력 변수가 남성 성역할
태도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 핵심적인 가구 특성 중 하나인 배우자의 노동시간은 아쉽게도 본 모델에 포함할 수 
없어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EWCS 자료의 경우 해당 문항이 존재하나, 한국의 근로
환경조사에서는 배우자 노동시간 변수가 2017년 이후부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분석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배우자 존재 여부만을 파악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길 기대한다.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 

특성
출처

종속변수: 돌봄시간(1수준)

  돌봄시간

한 달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

랫동안 자녀를 돌보는지

: 1(전혀) ~ 10(매일 5시간 초과)

서열변수 EWCS(2015)

독립변수: 부모·부성휴가제도(2수준)

  부모휴가1
소득대체율 66% 이상 되는 유급 

부모휴가기간
연속변수

Leave 

Network

  부모휴가2 전체 유급 부모휴가기간 연속변수
Leave 

Network

  부성휴가1
소득대체율 66% 이상 되는 유급 

부성휴가기간
연속변수

Lea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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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분석 전략의 선택

   남성 개인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특성과 부모·부성휴가제도

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미시 자료와 더불어 국가수준의 자료를 결합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변수가 정책의 효과이기 때

  부성휴가2 전체 유급 부성휴가기간 연속변수
Leave 

Network

  인센티브1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존재 여부
더미변수

Leave 

Network

  인센티브2
육아기에 있는 노동자에게 유연근

무 인센티브 제공 여부
더미변수

Leave 

Network

조절변수: 노동시간 특성(1수준)

  노동시간 

  길이

한 주 평균 노동시간(시간)

: 주직장+부직장
연속변수 EWCS(2015)

  노동시간 

  자율성
업무중 개인용무 용이성(1~4점) 서열변수 EWCS(2015)

통제변수: 인적 특성(1수준)

  학력 ISCED 분류 기준 학력수준 서열변수 EWCS(2015)

  연령 나이 연속변수 EWCS(2015)

통제변수: 가구 특성(1수준)

  조부모 수 동거하는 조부모의 수 명목변수 EWCS(2015)

  자녀 수 동거하는 자녀의 수 연속변수 EWCS(2015)

통제변수: 사회·문화적 특성(2수준)

  노조조직률 근로자의 노조 가입 비중 연속변수
Euro 

Statistics

  여성경활률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연속변수
OECD 

Statistics

  여성평균

  돌봄시간

국가별 유자녀 여성의 돌봄시간 

평균
연속변수 EWC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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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인특성 및 국가특성을 동시에 모형화할 수 있는 다수준 분석기법을 적용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국가가 내재된(nested)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고전적인 회귀분석(OLS)을 실시하게 되면, 표준오차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공통된 경험을 통해 일종

의 상호의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델을 설정하면 그만

큼 부정확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다수준 분석은 국가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고전적 회귀분석은 모든 분석대상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여, 하나의 추정 값만을 제

시한다. 하지만 다수준 분석을 하게 되면 국가에 따라 다른 회귀계수 추정이 가

능하다.

2. 분석모형

   앞서 설명한 변수를 포함한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분

석모형에는 1수준의 개인 특성 변수와 2수준의 국가 변수가 포함된다. 그림에서 

주 효과(main effect)와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실선으로,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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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국가수준 변수의 시기를 포함하여 3수준 모형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고

려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시기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는 결과가 존재하는 점(Boll et al., 2014)과 국가 내 시기별 변화보다 국가별 차이

가 더욱 크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Hook, 2006), 가장 최근의 자료로 국가-개인

수준의 2레벨로 설계를 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른 남성 돌봄시간 및 부모·부성

휴가제도의 변화보다 동시대의 국가 간 변량이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차용한 것이다. 

   본 모형은 개인수준의 노동시간 특성과 국가수준의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모

두 포함되며, 국가수준의 정책이 개인수준의 절편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절편 모

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특정 국가 j에 속한 개인 i의 돌봄시간 를 종속변수로 하는 1수준 모

형은 다음의 식과 같다. 여기서 독립변수는 노동시간 특성 이고 개인특성 

와 가구특성 는 1수준 통제변수에 해당한다. 이 때 절편 와 노동시

간 특성의 기울기, 즉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인 는 2수준인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1수준)           

 

   1수준 모형에서의 절편과 기울기는 2수준인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모형화 할 

수 있다. 먼저 1수준에서의 절편 는 부모·부성휴가제도 와 2수준 통제

변수인 사회문화 특성 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1수준에서 노동시간 특성의 

기울기 는  부모·부성휴가제도 에 의해 설명되며 국가에 따라 변하는 

절편 을 갖는다. 는 국가 수준의 미관측 이질성을 반영한다.

(2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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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혼합모형이 도출된다. 혼합

모형에서는 노동시간 특성 변수 의 확률기울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2수준

에서의 설명변수를 포함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준 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는  로, 회귀계수 을 통해 부모·

부성휴가제도에 대한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혼합모형)

         
    

   이러한 혼합모형을 통해 부모·부성휴가제도가 남성의 돌봄시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이 돌봄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

가의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의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수준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관계에 국가수준의 변수가 어

떻게 조절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 형태가 보편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

를 국가수준이 아니라, 개인수준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빈번

하게 시도된 연구 설계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설명이며, 방법론적으

로도 조절변수가 반드시 상위 수준일 필요가 없다는 연구(박원우, 고수경, 2005)

를 참고하여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



- 69 -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분석

1. 남성 돌봄시간의 일반적 특성

   남성 돌봄시간의 국가비교를 위해 본 연구는 EWCS(2015년)에서 제공하는 35

개 국가 중 거시 자료가 제한적인 11개국31)을 제외한 24개 국가에 한국 근로환경

조사(2014년)를 추가하여 총 25개의 국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국가별 남

성 돌봄시간의 평균은 <그림 2>와 같다. 

   우선 남성 돌봄시간이 높은 상위 6개 국가는 덴마크(6.99), 스웨덴(6.86), 네덜

란드(6.48), 슬로베니아(6.00), 룩셈부르크(5.82), 노르웨이(5.71)가 있고, 하위 6개 

국가는 한국(2.80), 그리스(3.59), 폴란드(3.60), 터키(3.98), 스위스(4.54), 오스트리아

(4.57)가 있다. 한편 남성 돌봄시간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 한국은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인 그리스와도 편차가 적지 않아, 유럽국가들의 남성 돌봄시간

보다 큰 폭으로 뒤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일·가족양립정책이 가장 발달하고 성평등한 시간분배를 갖

는다고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에서 실제로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덴마크(6.99)와 스웨덴(6.86)이 각각 1, 2위를 점하였고, 노르

웨이(5.71)도 6번째로 돌봄시간이 높아 선두그룹에 속했다. 하지만 핀란드(5.13)는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핀란드의 가족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핀란드는 1995년을 기점으로 부모권 중심 가족정

책에서 노동권 중심 가족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윤홍

식, 2007) 이러한 효과가 낮은 남성 돌봄시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

다. 

31) Euro Statistics 및 Leave Network에서 거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불가리아, 크로아티
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몰타, 루마니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11개 국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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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남성 돌봄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2. 부모·부성휴가제도 및 거시변수 특성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제도변수인 부모·부성휴가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

와 노동조합가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평균돌봄시간 등 거시 통제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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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도변수는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Moss, 2015)를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럽을 포함한 38

개국의 구체적인 휴가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

성휴가(Paternit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 돌봄휴가(Leave to Care for 

Children who are ill), 교육제도와의 연계(Relationship between Leave and ECEC) 

등 방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부모휴가와 부성휴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부모휴가와 부성휴가의 기간은 두 종류로 측정된다. 첫 

번째는 높은 급여(well-paid) 기간으로, 66%의 급여 대체가 이루어지는 기간만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낮은 급여도 포함하는 전체 유급(paid) 기간을 포괄한다. 예

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경우, 부성휴가가 100% 급여대체율로 2주간 주어지는데, 

이 경우 유급기간, 높은 급여 기간이 모두 2주가 된다. 반면 영국은 부성휴가가 

약 20%의 급여대체율로 2주간 주어지는데, 이 경우 유급기간은 2주, 높은 급여기

간은 0주로 코딩된다. 

1) 부모휴가제도의 국가별 특성

   부모휴가제도는 높은 급여 부모휴가기간 및 전체 유급휴가기간의 특성으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의 검은색 막대를 보면 높은 급여(well-paid) 부모

휴가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헝가리와 체코로 총 24개월간 제공된다. 체코는 부성

휴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긴 부모휴가기간을 갖고 있다. 부모휴

가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둘 중 한 부모에게만 급여가 지급되

어, 남성의 사용 유인은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낮을 수 있

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급여 휴가기간이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14.5개월), 스웨덴(13

개월), 노르웨이(13개월), 리투아니아(12개월)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부모휴가 급

여를 66% 이상 지급한다. 에스토니아의 특이점은 미취업 부모에게도 부모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휴가 급여를 정액제로 지급

하는데, 이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은 전체 부모휴가기간 중 자녀 생후 70일 이내로 사용이 제한되어있어 

남성의 휴가 사용 및 돌봄 참여에 미칠 영향은 여성에 비해 제한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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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독특한 정책 구조를 가진 국가로 꼽히는데(Moss, 2015: 

15) 부모휴가와 부성휴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복합체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각 부모에게 10주 및 60일씩 강제로 

할당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서 남성의 휴가사용 유인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한 기간으

로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급여가 최대가 되도록(성평등보너스) 설계되어 적극적

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장려한다. 

   그 다음은 독일(10개월), 슬로베니아(8.6개월), 덴마크(7.4개월), 핀란드(6.1개월), 

포르투갈과 폴란드(6개월)의 순으로 높은 부모휴가기간이 제공되었다. 독일은 별

도로 부성휴가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부모휴가제도 중 2개월을 남성이 사용

하면, 높은 급여 휴가기간이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되어 추가 2개월을 제공 

받게 된다. 덴마크에서는 2007년부터 생산, 서비스, 지식산업 및 IT의 7000명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협정으로 아버지의 쿼터가 도입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4주의 할당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별도의 모·

부성휴가 없이 하나의 부모휴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높은 급여가 제공되는 휴

가기간은 총 6개월이나, 양쪽 부모가 휴가를 공유하면 공유 보너스(sharing 

bonus)로 1개월이 추가된다. 

   한편 25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13개 국가(프랑스, 한국, 오스트리아, 네덜란

드, 룩셈부르크, 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터키,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는 

66% 이상의 급여대체율로 제공되는 부모휴가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프랑스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소득 및 노동시간에 연계되어 매달 부

모수당을 지급받으나 월 50만원 정도로 급여가 높지 않다. 한국의 육아휴직은 최

근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2015년 시점에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를 지급하여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휴가기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스트

리아에서는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부모가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5가지의 

선택지 중에 부모의 상황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으나, 비교적 장기간(1년~3년)

의 낮은 대체율(약 60만원~130만원)로 제공되어 남성의 실사용률이 저조할 것으

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의 부모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노동시간 유연

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는 부모의 노동시간에 26배32)를 한 시간만큼의 

32) 예컨대, 주 40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는 남성의 경우 40시간에 26을 곱한 총 10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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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가 주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부모휴가를 사용한 시간당 

약 5600원의 세금공제만 이루어질 뿐, 별도의 부모휴가급여는 주어지지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각 부모에게 6개월씩 정액제로 약 235만원씩 급여가 제공되나, 1인

당 GDP 및 소득(2015년 기준 약 680만원)이 최고 수준인 룩셈부르크에서는 66%

를 대체하지 못하여 높은 급여 휴가기간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벨기에는 부

모가 각각 4개월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약 104만원의 급여만 제공되어,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 부모에게 18주씩 이전불가능

한 부모휴가를 제공하나 급여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남성들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각 부모에게 4개월씩 이전불가능한 부모휴

가가 주어지나 급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실사용률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

상된다. 

간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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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휴가제도: 1(well-paid) + 2(paid) 

주) 검은 막대: 높은 급여 휴가기간, 회색 막대: 유급 휴가기간   (단위: month)

   다음으로, 급여대체율이 66%까지 되지는 않지만 낮은 수준이더라도 무급이 아

닌 유급의 부모휴가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그림 3>의 회색 막대 그래프로 제시되

었다. 먼저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등 4개국에서 36개월간 유급으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헝가리에서는 자

녀가 만3세가 될 때까지 약 12만원의 정액제로 매달 낮은 급여를 받으며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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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장기간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리투아니아, 한국, 오스트리아로 

모두 24개월에 해당되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부모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12개월동안 100%의 급여 대체를 받는 것과, 12개월동안 70%의 대체율

로 받고, 이후 12개월동안은 40%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한다면 상

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장기간 받는 것이 된다. 

   아홉 번째로 휴가가 긴 국가는 스웨덴으로, 총 15.9개월동안 낮은 급여가 제공

되었고, 그 다음은 노르웨이(13개월), 포르투갈(12개월), 네덜란드(12개월), 룩셈부

르크(12개월), 덴마크(11.1개월), 이태리(10개월), 독일(10개월) 순이었다. 

   반면 영국, 터키,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 6개 국가에서는 유급의 

부모휴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스페인의 부모휴가는 각 부모가 자녀가 만3세

가 될 때까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처음 1년 간 부모휴가를 사용한 후 복직시 동일한 직위가 

보장되나, 1년 이후에 복직한 경우 동일한 직종만 보장되는 특징을 지닌다. 

2) 부성휴가제도의 국가별 특성

   다음으로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부성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부성휴가제

도도 부모휴가와 마찬가지로 66% 이상의 높은 급여대체율을 제공하는 기간과 유

급기간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먼저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기간은 <그림 4>의 검은 

막대 그래프로 제시되었다. 

   높은 급여 부성휴가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핀란드로, 총 63일간 휴가가 제공

되어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 핀란드의 부성휴가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제공된

다. 중간소득집단에는 처음 30일 동안은 75%의 대체율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연

소득 1272만원 미만)에는 최소한의 정액급여를 제공하며, 고소득층(연소득 7454만

원 이상)에게는 75%보다 낮은 대체율을 적용한다. 남은 기간동안에는 70%의 대

체율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모성휴가 혹은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도 남성이 동시에 최대 18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는 남성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용이하게 설계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급여 부성휴가가 긴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28일간 부성휴가가 

주어졌다. 100% 급여 대체가 원칙이나, 월평균 소득의 3.2배를 상한액(약 1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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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정하였다. 휴가 사용 직전 최소 1년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남성은 

모두 활용 가능하다. 세 번째 국가는 스페인으로, 14.7일간 100%의 급여대체율(월

기준 상한 약 477만원)로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를 제공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약 2주를 제공하는 국가가 

총 7개국(슬로베니아,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슬로베니아의 부성휴가는 최대 91일까지 사용 가능

하지만 9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가 제공되는 기간은 14일이다. 사회보장의 일부

인 부모휴가보험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들(자영업자 포함)은 부성 휴가 활용이 가

능하고, 자녀가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첫 15일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남성의 

돌봄을 상당히 고강도로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부성휴가는 

77.6%의 급여대체율로 14일동안 제공되고 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고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자영업자 포함)이 자격조건에 해

당된다. 독특한 점은 부성휴가의 사용 주체가 반드시 남성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 즉, 젠더와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가 부성휴가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부모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 폴란드의 부

성휴가는 자녀가 12개월이 되기 전 언제든지 2주간 사용 가능하며, 상한액 없이 

100%의 급여가 대체된다. 보험에 가입된 모든 남성들(자영업자 포함)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모든 종사자(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의 부성휴가는 자

녀가 4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며, 100% 대체율로 2주간 제공된다. 급여의 

상한액은 약 419만원이고, 공공부문 종사자는 상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스토

니아의 부성휴가도 2주간 100%의 급여대체율을 제공한다. 특이한 점은 자녀 출산

일 기준으로 2개월 전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용직뿐만 아니라 임시직 

및 계약직에 종사하는 남성도 부성휴가의 자격조건이 주어진다. 덴마크의 경우, 

자녀가 14주가 되기 이전에 2주간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00%의 급여대체

를 하되, 주당 급여의 상한은 약 7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벨기에는 2주간 부성

휴가가 제공되며 그 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음 3일은 

100% 급여대체를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82%의 대체율(상한액 하루당 약 14만

원)로 제공된다.

   헝가리는 1주일간 부성휴가가 제공되고 상한액 없이 100%로 급여를 대체해준

다. 자녀가 2개월이 되기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은 출산 후 한 달 이내 총 5

일간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 3일에 대해서만 100% 대체율로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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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 급여는 전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어, 영세기업에서의 활용도는 

낮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는 이틀간 부성휴가가 제

공되는 국가에 속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상한액 없이 100% 소득을 대체해주고, 

남녀 상관없이 출산을 한 여성의 파트너, 혹은 가까운 지인도 부성휴가의 자격이 

주어진다. 룩셈부르크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성휴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내가 출산한 경우 고용주가 남성에게 이틀의 휴가를 제공하고 100%로 급여대

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스에서는 자녀 출산 직후 이틀 간 부성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고용주에 의해 100% 급여가 제공된다. 이태리에서는 자녀 출산 5

개월 이내에 남성이 하루 동안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00% 급여가 대체된

다. 

   한편 9개 국가(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포르투갈33), 오스트리아, 아일랜

드, 독일, 체코)는 높은 급여로 부성휴가를 제공하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

국은 2주간의 부성휴가가 존재하나 주당 약 25만원의 낮은 급여 수준을 제공하고 

있어 높은 급여 휴가기간으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 날

(daddy days)이라고 불리는 2주간의 부성휴가가 주어지나 국가에 의한 급여 대체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된 대부분의 남성들은 고용주와의 개인적인 

협약이나 단체 협정을 통해 급여를 제공 받는다. 

33) 포르투갈은 부성휴가라고 명시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남성만 쓸 수 있는 부모휴
가제도(Father’s only Parental Leave)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는 부성휴가와 유사한 목
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만 쓸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휴
가제도에 고려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0일로 코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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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성휴가제도: 1(well-paid) + 2(paid)

주) 검은 막대: 높은 급여 휴가기간, 회색 막대: 유급 휴가기간      (단위: day)

   다음으로 낮은 급여수준일지라도 유급으로 제공되는 부성휴가의 기간을 살펴

보면 <그림 4>의 회색 막대 그래프와 같다. 슬로베니아가 91일로 약 3달간 유급

으로 부성휴가를 제공하여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핀란드는 높은 급여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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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유급기간이 약 2달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되었다. 그 다음은 리

투아니아(28일), 스페인(14.7일), 영국,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덴마

크, 벨기에(14일), 헝가리(7일), 한국(3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2일), 이탈

리아(1일)의 순으로 유급 부성휴가가 제공되었다. 반면 터키, 스위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8개 국가에서는 유급 부성 휴가

기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3) 인센티브 제도의 국가별 특성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하여 살펴본다. 남성의 부모휴가를 장려

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제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육아기에 유연근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표 6>에서 남성 인센티브 제공여부를 살펴보면 오

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 7개 국가에서 인센

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혹은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혹은 양부모가 모두 사용하

였을 때 추가적인 휴가기간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등의 기

제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하였을 때 보

너스 급여를 제공하고, 한국에서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

한다. 프랑스에서는 양쪽 부모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대체율을 높여주고, 

독일과 이태리는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면 각각 2개월 및 1개월 간 보너스를 

제공한다. 포르투갈에서는 남성 부모휴가 사용 시 추가로 2개월을 더 제공하고, 2

주간의 부모휴가는 반드시 남성이 사용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존재한다. 스웨덴

은 조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너스를 제공한다. 

<표 6> 인센티브 제도1: 남성의 부모휴가 장려

남성 인센티브 제공함 남성 인센티브 제공하지 않음

Austria, France, 

Germany, Italy, Korea, 

Portugal, Sweden

Belgium,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Greece, 

Hungary, Ireland, Lithuania,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Slovenia, Spain, Switzerland, Turkey, UK

7개국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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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육아기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등 5개 국가가 존재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

녀가 특정 연령(6~18세)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시간을 일부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제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일

랜드에서는 부모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남성은 노동시간 패턴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불확실하다. 이태리에서는 자녀가 6세(장애아동일 경우 18세)까지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부모휴가제도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

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를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

갈과 영국에서는 각각 자녀가 12세 및 16세가 될 때까지 유연근무를 청구할 수 

있다. 

<표 7> 인센티브 제도2: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한편,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등 세 국가는 두 가지 종류의 인센티브를 모

두 제공하는 국가에 해당하였다. 

4) 국가수준 통제변인의 특성

   국가수준의 통제변인은 크게 3종류로, 노동조합가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평균 돌봄시간이 있다. 먼저 노동조합가입률을 보면, 스웨덴(67.8%), 덴마크

(67.1%), 핀란드(66.4%) 등 세 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10%로 오스트리아(2.0%), 에스토니아(4.7%), 리투아니아(7.9%), 터키

(8.0%), 프랑스(9.0%), 헝가리(9.4%) 등과 함께 하위권에 속하였다. 

   노조가입률은 남성 돌봄시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유연근무제도 

존재함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존재하지 않음

Ireland, Italy, 

Korea, Portugal,

UK

Austria, Belgium,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Lithuania,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Poland,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5개국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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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조가 발달한 국가에서 부모·부성휴가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을뿐 아

니라, 부모휴가 등의 사용 이후에도 동일 업무에 복귀하는 것까지 노조에 의해 

감시되기 때문이다(Gíslason, 2007). 또한 노조는 부모·부성휴가제도의 제정 및 

확산에 기여하고, 다양한 캠패인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는 점(Hegewisch, 2009)과, 노조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의 제약이 비교적 

강하게 규제된다는 점(Rubery et al., 1998) 등을 고려하면, 노조가입률과 남성 돌

봄시간은 정적인 관계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노동조합 가입률

   다음으로 <그림 6>에서 25-54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슬로베니아(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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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88.34), 리투아니아(88.24)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포르투갈(86.04), 스

위스(84.83), 오스트리아(84.39), 노르웨이(83.95), 핀란드(83.51), 덴마크(83.40), 프랑

스(83.02) 순이었다. 한편 터키의 여성경활률은 북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인 

40.30%에 불과했고, 한국과 이태리 역시 각각 65.38%, 65.89%로 최하위 국가에 

속했다. 높은 여성경활률은 남성의 돌봄 참여 기회 증가와 결부되어 해석될 수 

있다. 

<그림 6>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마지막으로, 국가평균 여성의 돌봄시간을 <그림 7>을 통해 살펴보면, 에스토니

아의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높았고(4.93), 스웨덴(4.86), 

네덜란드(4.85), 벨기에(4.85), 슬로베니아(4.82), 스페인(4.82) 순으로 여성의 평균적

인 돌봄시간이 높았다. 한편 한국(3.95), 폴란드(4.04), 터키(4.2)는 남성의 국가 평

균 돌봄시간이 하위집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국가 평균 돌봄시간도 가

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평균 돌봄시간은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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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를 대리해주는 변수로 여성의 돌봄시간이 높으면 남성의 돌봄시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여성의 돌봄시간 국가 평균

5) 국가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의 거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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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가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

주: Pearson 상관계수(N=25).  * p<0.05,  ** p<0.01

pl1=Parental Leave1(well-paid), pl2=Parental Leave2(paid), pt1=Paternity 

Leave1(well-paid), pt2=Paternity Leave2(paid), ic1=Father Incentive for Parental 

Leave, ic2=Flexible Work Incentive, tud=Trade Union Density, flp=Female Labor 

Participation, fct=Female Childcare Time  

   낮은 급여 부모·부성휴가기간은 높은 급여 기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

모휴가1과 부모휴가2는 0.606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성휴가1과 부성휴가2

는 0.682의 높은 상관관계가 포착되었다. 또한 부성휴가1은 노조가입률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경활률과 여성평균 돌봄시간도 0.515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였다. 노조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남성의 휴가정책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고, 일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적인 돌봄시간 역시 높은 

추세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pl1 pl2 pt1 pt2 ic1 ic2 tud flp fct

pl1 1

pl2 0.606** 1

pt1 0.124 0.033 1

pt2 0.116 -0.071 0.682** 1

ic1 -0.139 0.269 -0.199 -0.237 1

ic2 -0.312 -0.183 -0.300 -0.213 0.356 1

tud 0.006 -0.312 0.408* 0.231 -0.075 -0.068 1

flp 0.314 0.221 0.268 0.310 -0.015 -0.266 0.198 1

fct 0.194 0.089 -0.037 0.092 -0.124 -0.167 0.220 0.5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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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

   개인수준의 독립변수, 즉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자율성의 국가 평균은 <그림 

8>과 <그림 9>에 제시되었다. 

   평균 노동시간은 국가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있었다. 프랑스(39.9시간), 포르투

갈(40.4시간), 노르웨이(40.7시간)가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에 속했다. 반면 터

키(50.9시간), 한국(48.7시간), 폴란드(45.2시간)에서 장시간 노동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가별 평균 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것

은 법정노동시간의 규제 정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가는 노르

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있다. 한편 주 4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

로 지정한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고, 벨기에(38시간), 

프랑스(35시간), 덴마크(37시간), 노르웨이(38시간), 스위스(42시간), 터키(60시간) 

등 예외규정을 둔 국가들도 존재한다(Eurofound, 2016). 

   반면 한국에서는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중 연장

근로(12시간)와 주말 휴일근로(8시간+8시간)를 행정해석 상 합법적으로 근로시간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주 68시간이 법정근무시간으로 적용

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이러한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장시간노동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쟁점이 되어 왔고(배규식, 2015), 터키를 제외하면 유럽국

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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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별 노동시간 평균 및 표준편차

   노동시간 자율성은 네덜란드(3.5), 스웨덴(3.5), 노르웨이(3.4), 덴마크(3.3) 순으

로 높아, 북유럽 국가의 남성들이 자율재량권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체코(2.3), 한국(2.5), 헝가리(2.5) 등에서 노동시간 자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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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가별 노동시간 자율성 평균 및 표준편차

   개인수준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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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석대상자의 개인 특성

   25개 국가의 개인 단위 분석대상자는 총 11,642명이다. 국가별 사례수는 최소 

86명에서 최대 6,579명으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나, 다층분석에서는 국가별 

사례수가 적은 집단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므

로(Raudenbush & Bryk, 2002: 230)34) 일반 결합회귀분석에서의 불균형 자료 문제

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4) 2수준 가중치 = 1 / [2수준 분산 + (1수준 분산 / 2수준 집단 사례수)]

국가명

사례수 연령 학력 조부모수 자녀수

명 %
평

균
SD

평

균
SD

평

균
SD

평

균
SD

Austria 122 1.0 42.4 7.81 4.7 1.52 0.06 0.32 1.9 0.78
Belgium 408 3.5 41.7 7.79 4.9 1.77 0.01 0.13 2.0 0.93
Czech 119 1.0 39.0 5.68 4.6 1.37 0.02 0.20 1.6 0.64
Denmark 187 1.6 42.8 7.41 5.9 1.78 0.01 0.15 1.9 0.76
Estonia 105 0.9 37.9 7.88 4.9 1.68 0.04 0.20 1.7 0.84
Finland 155 1.3 41.3 8.31 5.2 1.56 0.03 0.20 2.0 0.99
France 292 2.5 41.6 7.96 5.2 1.76 0.02 0.15 2.1 0.87
Germany 244 2.1 41.1 8.56 4.6 1.36 0.00 0.00 1.6 0.80
Greece 206 1.8 43.4 6.76 4.6 1.50 0.05 0.28 1.8 0.82
Hungary 86 0.7 42.4 8.58 4.6 1.52 0.08 0.31 1.7 0.99
Ireland 193 1.7 42.4 8.29 5.4 1.70 0.02 0.18 2.1 1.00
Italy 167 1.4 44.9 6.73 4.2 1.36 0.02 0.21 1.6 0.69
Korea 6579 56.5 41.6 6.75 6.2 1.01 0.00 0.03 1.8 0.65
Lithuania 91 0.8 38.3 7.68 5.3 1.53 0.05 0.27 1.6 0.75
Luxembourg 212 1.8 42.0 7.39 5.0 2.10 0.06 0.29 2.1 1.04
Netherlands 147 1.3 42.3 8.28 5.5 2.05 0.00 0.00 2.0 0.85
Norway 192 1.6 42.9 8.14 5.7 1.83 0.03 0.21 1.9 0.88
Poland 136 1.2 39.9 8.33 5.1 1.78 0.20 0.54 1.7 0.92
Portugal 88 0.8 42.3 6.76 4.4 2.12 0.02 0.21 1.6 0.65
Slovenia 283 2.4 41.3 7.78 4.9 1.54 0.22 0.57 1.8 0.83
Spain 537 4.6 42.8 7.15 4.6 1.74 0.05 0.26 1.7 0.71
Sweden 163 1.4 42.3 7.78 5.6 1.75 0.01 0.08 2.1 0.88
Switzerland 116 1.0 42.6 7.18 5.1 1.70 0.02 0.15 1.6 0.68
Turkey 555 4.8 38.5 7.98 3.7 1.74 0.12 0.44 1.9 1.09
UK 259 2.2 41.7 8.34 5.1 1.98 0.03 0.19 1.9 1.11
전체 11642 100 41.6 7.22 5.6 1.52 0.02 0.19 1.8 0.76



- 89 -

   연령의 전체 평균은 41.6세이고, 학력은 평균 5.6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을 나

타낸 반면, 한국 남성의 학력 평균은 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동거하는 

조부모의 수는 전체 0.02명이고, 자녀 수는 1.8명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성을 산점도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

   두 변수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후 주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살

펴보겠으나, 시각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돌봄시간과 노동시간의 강한 부적 관계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은 정적인 관

계를 띌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율성이 3.3 이상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남성 돌봄시간이 5.7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자율성 점수가 

3.4로 유사한 핀란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돌봄시간(5.1)이 낮아 자율성의 역설이 존

재할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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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개인수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보면 <표 10>과 같다. 거

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는 달리 개인수준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돌봄시간은 노동시간, 연령, 학력과는 부적 관계를, 노동시간 자율

성, 조부모수, 자녀수와는 정적 관계를 드러냈다. 이는 대부분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었으나, 학력과 조부모 수는 반대 방향으로 확인되어 주

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시간은 노동시간 자율성 및 학력과는 부

적 상관관계를, 연령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띄었다. 또한 노동시간 자율성은 연령, 

조부모수, 자녀수와는 정적 관계를, 학력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저학력은 동거하는 조부모수의 증가 및 자녀수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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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개인수준 변수 간 상관관계

주: Pearson 상관계수(N=11,642).   * p<0.05, ** p<0.01

돌봄
시간

노동
시간

노동시간
자율성 연령 학력 조부모

수 자녀수

돌봄시간 1

노동시간 -.217** 1

시간자율성 .171** -.090** 1

연령 -.212** .038** .066** 1

학력 -.095** -.011 -.043** -0.005 1

조부모수 .047** -0.004 .047** -.049** -.097** 1

자녀수 .018 0.011 .053** .170** -.034** -0.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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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수준 분석

   다수준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하향식(top-down) 방법과 상향식

(bottom-up)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부터 점차 모수를 추가

시켜 나가는 것이 모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Hox, 2010)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방법으로 접근한다. 또한 다수준모형은 크

게 무선절편모형과 무선계수모형으로 양분된다. 무선절편모형에서는 남성이 속한 

국가에 따라 절편의 수준이 각기 다르게 결정되어도 영향력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무선 계수모형에서는 기울기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

다. 무선 계수모형은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성의 증가

로 해석이 어려워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의 상호

작용항에 초점을 두어, 국가에 따른 평균값만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무선절편

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설정한다.

1. 무조건부 모형(Null Model)

   <표 11>은 무조건부모형에서 시작하여, 1수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2수

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먼저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만으로 남성 돌봄시간의 국가 간 변량이 어떠한지, 즉 국가 간 남성 돌

봄시간의 차이가 충분하여 다층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

성 돌봄시간의 전체 평균은 5.146이고, 전체 변량 중 국가수준의 변량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ICC(Intra Class Correlation) 값은 0.19935)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으로 전체 변량에서 국가수준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0.05 이상일 때 다층모형

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모델은 ICC값이 그보다 훨씬 상회하

여, 개인 및 국가가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임을 알 수 있고, 남성 돌봄시간에 

대한 다수준 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성 돌봄시간을 국가적 맥락에

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35) ICC = 0.919 / (0.919 + 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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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무조건부 모형 및 통제모형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개인수준 통제변수를 추가한 Model 1-1을 보면, 연령, 학력, 조부모수, 자녀수 

등 1수준 특성이 남성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정도는 5.8%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조부모수가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

수록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응지체이론, 인적자본론, 

부모이데올로기론, 수요대응이론이 본 표본에서도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

다. 

   1수준 통제변수 모형에 추가적으로 2수준 거시특성을 투입한 Model 1-2에서, 

개인수준의 설명된 분산은 7.6%인 반면, 국가수준의 설명력은 76.0%로 상당히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2수준 통제모형에서도 개인변수는 1수준 통제모형과 방향과 

36) 모델 적합성의 보조 지표인 설명된 분산(variance explained:   )은 무조건부 모형의 
변량 대비 현재 모형의 변량 감소 정도로 계산한다(Raudenbush & Bryk, 2002: 74). 예
컨대, 전체 설명된 분산은 [(3.703 + 0.919) - (3.420 + 0.935)] / (3.703 + 0.919) = 0.058
이 된다. 마찬가지로, Model 1-1에서 1수준의 설명된 분산은 (3.703 – 3.420) / 3.703 = 
0.076이 된다.

Model 0
(무조건부 모형)

Model 1-1
(1수준 통제모형)

Model 1-2
(2수준 통제모형)

절편 5.146(0.194)*** 7.186(0.230)*** -5.781(1.843)**
연령 -0.068(0.002)*** -0.069(0.002)***
학력 0.142(0.016)*** 0.142(0.013)***
조부모수 -0.172(0.091)† -0.166(0.091)†
자녀수 0.070(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여성경활률 0.000(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95(0.464)***
1수준분산(잔차) 3.703*** 3.420*** 3.420***
2수준분산(절편) 0.919*** 0.935*** 0.221***
ICC 0.199 0.215 0.061
AIC 48383.909 47528.491 47441.377
BIC 48405.996 47521.491 47515.001
-2LL 48377.909 47455.954 47421.377  (전체) 0.058 0.212  (1수준) 0.076 0.076  (2수준) 0.760

모수의 갯수 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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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도가 동일하였고, 노조가입률, 여성경활률, 여성평균돌봄시간은 남성 돌봄시

간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나, 여성경활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남성의 돌봄시간이 높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본 표본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보다 해당 국가 여성들의 자녀 돌봄시간을 포착한 여성평균돌봄시간이 남성 돌봄

시간과 더욱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주효과 모형(Main Effect Model)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 및 국가수준의 독립변수들을 추가하여 남성 돌봄시간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주효과 모형을 살펴본다.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한 해답

을 찾기 위해 국가수준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형은 <표 12>와 <표 13>에 제시되었

다. 

<표 12> 주효과 모형: 2수준 독립변수 추가 (1)

Model 2-1 Model 2-2 Model 2-3
절편 -5.735(1.859)** -5.738(1.836)** -5.655(1.872)**
부모휴가1 0.003(0.014)
부모휴가2 0.004(0.009)
부성휴가1 -0.003(0.009)
연령 -0.069(0.002)*** -0.069(0.002)*** -0.069(0.002)***
학력 0.142(0.012)*** 0.142(0.012)*** 0.142(0.013)***
조부모수 -0.166(0.091)† -0.166(0.091)† -0.166(0.091)†
자녀수 0.070(0.023)** 0.070(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0.020(0.005)* 0.020(0.006)**
여성경활률 -0.000(0.012) -0.001(0.012) 0.002(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91(0.464)*** 2.694(0.462)*** 2.644(0.484)***
1수준분산(잔차) 3.420*** 3.420*** 3.420***
2수준분산(절편) 0.220*** 0.218*** 0.220***
AIC 47443.344 47443.126 47443.248
BIC 47524.330 47524.112 47524.234
-2LL 47421.344 47421.126 47421.248  (전체) 0.212 0.213 0.213  (1수준) 0.076 0.076 0.076  (2수준) 0.760 0.762 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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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1,  * p<0.05, ** p<0.01, *** p<0.001

   국가수준 변수를 투입할 때 모든 변수를 한 모델에 투입하는 대신, 각각 투입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25개로 제한된 상황에서 동시에 너

무 많은 국가변수를 투입할 경우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변수 간 다

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영미, 류연규, 2016). 

<표 13> 주효과 모형: 2수준 독립변수 추가 (2)

주: † p<0.1,  * p<0.05, ** p<0.01, *** p<0.001

   Model 2-1 ~ Model 2-6을 보면, 부모휴가1, 부모휴가2, 부성휴가2, 인센티브1

은 정적인 관계를, 부성휴가1과 인센티브2는 부적인 관계성을 드러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제도주의에 근거하여 부모·부성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및 발달은 남성의 기회구조와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성의 돌봄시간의 확대라는 실질적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본 표본에서는 그 가설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Hook(2006)에서 유자녀 여부

Model 2-4 Model 2-5 Model 2-6
절편 -5.775(1.831)** -5.809(1.869)** -5.725(1.876)**
부성휴가2 0.003(0.005)
인센티브1 0.020(0.221)
인센티브2 -0.040(0.254)
연령 -0.069(0.002)*** -0.069(0.002)*** -0.069(0.002)***
학력 0.142(0.013)*** 0.142(0.013)*** 0.142(0.013)***
조부모수 -0.168(0.091)† -0.166(0.090)† -0.166(0.091)†
자녀수 0.070(0.023)** 0.070(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0.019(0.005)** 0.019(0.005)**
여성경활률 -0.002(0.012) 0.000(0.012) -0.000(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721(0.464)*** 2.701(0.469)*** 2.691(0.464)***
1수준분산(잔차) 3.420*** 3.420*** 3.422***
2수준분산(절편) 0.218*** 0.221*** 0.220***
AIC 47443.113 47443.369 47443.352
BIC 47524.099 47524.355 47524.338
-2LL 47421.113 47421.369 47421.352  (전체) 0.213 0.212 0.212  (1수준) 0.076 0.076 0.076  (2수준) 0.763 0.760 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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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조절변수를 투입하기 전, 일·가족양립정책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남성의 돌

봄시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 유무의 설명력은 

단일 값으로 남성의 돌봄시간 변량을 추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남성의 가족화 도모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성 돌봄시간과 보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추가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서는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

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하게 나왔던 선행연

구들은 다년도 자료를 통합하였거나(Boll et al., 2014) 데이터의 위계적 구조를 반

영하지 않은 일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거나, 여성만을 대상(김영미, 2014)으로 하

였기 때문에 직접 효과가 유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학력, 조부모수, 자녀

수, 노조가입률, 여성평균돌봄시간은 앞에서 살펴본 통제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미하였고, 여성경활률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도 통제모형의 결과와 동일

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표 

14>를 보면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은 모두 남성 돌봄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드러냈다. 즉, 노동시간과 남성 돌봄시간은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노동시간의 자

율성과 남성 돌봄시간은 정적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간과 남성 돌봄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시간가용이론이 젠더이론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들(Haas & Hwang, 2008)은 본 표본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최근(2015년)의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남성이 단시간 

노동할 경우 여가 등 다른 활동에만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양육 역할을 담당하는 최근 남성의 생활양식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노동시간 자율성의 경우에도 남성 표본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업무 

강도를 스스로 높여 돌봄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자율성의 역설 현상은 가시적으

로 드러나지 않았고, 자율성이 높은 남성일수록 돌봄시간 역시 증가시키는 경계

확장자원이론이 유효하였다. 또한 개인수준 및 국가수준의 통제변수들도 앞선 모

형들과 동일하게 남성 돌봄시간과 연관됨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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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효과 모형: 1수준 독립변수 추가

Model 3
절편 -5.858(1.811)**
노동시간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연령 -0.069(0.002)***
학력 0.129(0.013)***
조부모수 -0.168(0.090)†
자녀수 0.071(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여성경활률 0.001(0.011)
여성평균돌봄시간 2.669(0.456)***
1수준분산(잔차) 3.395***
2수준분산(절편) 0.212***
AIC 47358.980
BIC 47447.328
-2LL 47334.980  (전체) 0.220  (1수준) 0.083  (2수준) 0.76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요약하면, 개인수준 변인들에 비해 국가수준의 변수들은 남성의 돌봄시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고, 노동시간 특성이 남성 돌봄시간을 결정짓는 강력

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 완전 모형(Full Model) 

   지금까지는 남성의 돌봄시간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후(Model 

0~1), 이러한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 및 국가특성의 주효과(Model 2~3)에 대

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부모·부

성휴가제도에 대해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과의 수준간 상호작용 모형을 설

정한다. 6개의 정책변수에 대해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이 조절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한 모형은 <표 15>부터 <표 20>에 걸쳐 제시되었다. 전체적인 분석 결

과를 개괄하자면, 총 12개의 모형 중 9개의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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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졌다. 즉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

동시간 특성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된다는 가설이 대부분 실증적으로 확인되었

다. 정책변수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Model 4-1과 Model 4-2는 부모휴가1(높은 급여 기간)과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

작용항을 설정한 모형이다. 즉,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

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Model 4-1을 보면, 부모휴가1은 남성 돌봄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

고, 노동시간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에서는 오로지 개인수준의 노동시간 특성만이 남성 돌봄시간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높은 급여수준의 부모휴가기간은 남성 돌봄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

더러, 장시간노동 집단이나 단시간노동 집단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노동

시간의 길이와 자율성 정도에 따라 남성 돌봄시간의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된 것

이다. 

   적지 않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모휴가제도의 다른 특성들(예: 부모휴가제도의 

유급기간, 부모휴가제도의 무급기간 등)보다 우선적으로 부모휴가의 높은 급여의 

영향력은 실재함이 증명되었는데, 본 표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단에서 살펴보겠지만, 높은 급여 부성(paternity)휴가제

도와 노동시간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을 고려하면 부모휴가제도의 특성은 부성

휴가와는 상이한 기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부모휴가제도는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데, 부모휴가제도의 발달이 즉각적으로 남성의 휴가 사용 및 

돌봄시간 증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남성

과 여성 각각에게 이전 불가능(non-transferable)하고 강제로 할당된 것이 아니라, 

둘 중 한명 혹은 둘 다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개 여성들이 부모휴가를 사용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Armenia & Gerstel, 2006). 따라서 부성휴가와 같이 남성만 

쓸 수 있는 제도에 비해 남성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덜 직접적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본 표본에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에 의한 영향력은 흐려지

고, 개인수준 변수들에 의해 남성 돌봄시간이 지배되었을 수 있다. 부모휴가1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부모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여성이 부모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면, 남성만을 분석대

상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 틀 내에서는 제도 효과가 유효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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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렇다면 Model 4-2에서 자율성과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였는데, 노동시간과의 

조절효과는 왜 유의하지 않았을까?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관계성

이 노동시간 자율성과 돌봄시간의 관계성보다 느슨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Gornick & Sayers(2012)는 남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돌봄시간과 큰 관계가 없다

고 분석하였다. 특히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북유럽국가에서는 노동시간과 돌봄시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북유럽에서는 노동시간이 길든 짧든 일정 수

준 이상의 돌봄시간이 확보되는 반면, 영미권 국가에서 장시간 집단은 돌봄시간

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별 상이한 효과가 혼재되어 노동

시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7개의 통제변수도 통제모형 및 주효과모형에서 그러하였듯이, 연령, 학력, 조

부모수, 자녀수, 노조가입률, 여성평균돌봄시간은 남성 돌봄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여성경활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제변수의 효과는 이후 모

든 상호작용 모형에서도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 부모휴가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Model 4-1 Model 4-2
절편 -5.804(1.825)** -5.738(1.828)**
부모휴가1 0.003(0.014) -0.016(0.018)
노동시간 -0.012(0.002)***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0.062(0.021)**
부모휴가1*노동시간 -0.000(0.000)
부모휴가1*노동시간 자율성 0.008(0.004)†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0(0.013)*** 0.129(0.013)***
조부모수 -0.168(0.090)† -0.173(0.090)†
자녀수 0.071(0.023)** 0.071(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0.018(0.005)**
여성경활률 0.000(0.012) -0.000(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65(0.456)*** 2.668(0.456)***
1수준분산(잔차) 3.394*** 3.394***
2수준분산(절편) 0.212*** 0.213***
AIC 47361.404 47359.472
BIC 47464.477 47462.546
-2LL 47333.404 47331.472  (전체) 0.220 0.220



- 100 -

주: † p<0.1,  * p<0.05, ** p<0.01, *** p<0.001

   Model 4-2에서도 부모휴가1과 남성 돌봄시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무리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제도를 상당한 기간 동안 공급하더라도 제

도 자체만으로 남성의 돌봄시간을 견인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미약하게나마 부모휴가1과 노동시간 자율성의 상호작용항

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0.007, p<0.1). 즉 부모휴가1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4-1에

서 부모휴가1과 돌봄시간이 노동시간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남성의 시간 사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2> 부모휴가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1, M4-2)

   <그림 12>의 오른쪽 패널에 있는 상호작용 그래프를 보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급

여의 부모휴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나, 10개월일 때나, 20개월일 때나 상관없

이 자율성이 높을수록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휴가제도

와 남성 돌봄시간의 정적 관계가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1수준) 0.083 0.083  (2수준) 0.770 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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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연구가설 3-2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휴가제도

의 발달이 모든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자율성

에 따라 제도의 발달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이 검증된 것으로, 가족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일·가족양립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

구와도 맥이 닿아 있고(Chung, 2018),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에 있는 남성일수록 

휴가사용 확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Escot et 

al., 2014). 

   예를 들어, 높은 급여 부모휴가기간이 20개월인 국가에서, 노동시간 자율성이 

4점(개인 용무로 근무 중 1-2시간 외출하는 것이 매우 쉬움)인 집단은 돌봄시간

이 약 4.3(주 5회 내외 돌봄)인 반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3점(외출하는 것이 꽤 쉬

움)인 집단은 그 보다 돌봄시간이 조금 낮은 약 4.1이고, 노동시간 자율성이 2점

(외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인 집단은 약 3.9, 노동시간 자율성이 가장 낮은 1점

(외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인 집단에서는 돌봄시간도 가장 낮은 약 3.7(주 2회 

내외 돌봄)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매우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급여 부모휴가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오히려 남성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율성

이 매우 낮은(1점) 집단에서 부모휴가1이 발달한 경우 오히려 남성의 돌봄시간이 

더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제도의 발달

은 남성의 제도 접근성도 높여주지만 동시에 여성의 사용률도 높이는 효과를 지

닌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남성은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 자유재량권 및 고

용안정이 낮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휴가제도의 활용으로 노동자의 지위

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가구 

내 역할분담에서 대개 2차 소득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휴가제도를 활용함

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욕구를 해소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시켜 남성의 돌봄시간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높은 급여 부모휴가기간을 증가

시키면 자율성 낮은 집단의 돌봄시간은 더욱 낮아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휴가2(유급기간)의 제도변수와 노동시간 특성 간의 상호작용항

을 확인한 Model 4-3과 Model 4-4를 보면, 두 모델에서 모두 조절효과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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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급 부모휴가기간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연구가설이 입증되었다. 

<표 16> 부모휴가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그림 13>의 왼쪽 패널을 보면, 부모휴가2의 발달과 돌봄시간은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데,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남성 돌봄시간

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즉, 유급 부모휴가기간이 10개월, 20개월, 30개월일 

때 모두 역전되지 않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에서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높

다는 것이다. 이는 유급 부모휴가기간의 확대보다 노동시간의 길이가 남성 돌봄

시간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반면 각 국가의 평균

적인 노동시간보다 10시간 더 길게 일하는 집단에서는 부모휴가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가장 낮은 돌봄시간을 갖는다. 즉, 유급 부모휴가기간이 늘어나

Model 4-3 Model 4-4
절편 -5.808(1.801)** -6.039(1.792)**
부모휴가2 0.005(0.009) 0.015(0.010)
노동시간 -0.020(0.003)***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8(0.020)*** 0.140(0.037)***
부모휴가2*노동시간 0.000(0.000)**
부모휴가2*노동시간 자율성 -0.004(0.002)†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1(0.013)*** 0.129(0.013)***
조부모수 -0.166(0.090)† -0.168(0.090)†
자녀수 0.070(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20(0.005)** 0.020(0.005)**
여성경활률 -0.001(0.012) -0.001(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70(0.453)*** 2.674(0.450)***
1수준분산(잔차) 3.392*** 3.394***
2수준분산(절편) 0.210*** 0.207***
AIC 47353.139 47358.563
BIC 47456.212 47461.637
-2LL 47325.139 47330.563  (전체) 0.221 0.221  (1수준) 0.084 0.083  (2수준) 0.772 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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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시간 가용성이 떨어지게 되어 제도의 

효과가 최소화되고 돌봄시간 확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휴가1에서의 조절효과 그래프와는 달리 부모휴가2의 조절효과에서는 

장시간 노동집단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장시간 

노동집단이 단시간 노동집단에 비해 돌봄시간이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제

도의 효과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급 부모휴가기간의 연장은 장시간 노동집단에게 

돌봄시간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가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낮은 급여이더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제공

될 때 일부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37). 

부모휴가제도의 발달 단계를 되짚어보면,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무급이었는데,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무급이 유급으로 전환되고, 유급에서 더 높은 급여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따라서 국가마다 가족정책의 발달 수준에 따라 상이

하게 제도가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짧지만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과 비교적 

길지만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이 각기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상대적

으로 길고 낮은 휴가급여를 제공하는 부모휴가2가 장시간 노동집단에서 효과적으

로 작동되는 것은 평소 노동시간이 길어서 돌봄시간 확보가 어려운 집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급여더라도 길게 부모휴가가 제공

되고, 장기간의 가족화 경험이 존재해야 비로소 돌봄시간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3개월 동안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부모휴가제도보

다 낮은 급여이더라도 12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노동시간이 긴 남성들

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집단의 퇴근 후 일상생활은 대부분 개인

유지 및 소극적 여가로 채워진다는 선행연구(이승호, 박미진, 2017)를 참고하면, 

기존의 습관을 벗어나 일상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자

녀와 상호작용을 한 경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면, 부모휴가2의 발달(가령, 40개월)은 장시간 일하는 

남성들이 단시간 일하는 남성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반면,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 장시간집단 남성들의 돌봄시간

은 최저수준에 그치게 되고 단시간 노동집단과의 격차도 극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참고로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부모휴가제도의 전체 무급(unpaid) 기간을 변수화
하여 동일한 모델을 분석하였을 때 주효과 및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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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모휴가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3, M4-4)

   부모휴가2와 노동시간 자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급 부모휴가기간과 돌

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자율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제도의 발달 정도와 관계없이 상당히 

일관되게 남성 돌봄시간이 높게 유지되었다. 이는 유급 부모휴가기간의 확대 정

도보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남성 돌봄시간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재확

인시켜준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제도의 발달 수준

에서 모두 일관되게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급 부

모휴가기간이 10개월, 20개월, 30개월인 국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시간 자율

성이 낮은 집단이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낮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도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경계확장자원의 부족으로 남성 

돌봄시간의 확보가 최소화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부모휴가1에서의 상호작용 그림과는 달리 부모휴가2의 조절효과에서는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이 돌봄시간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을수록 유

급 부모휴가기간과 돌봄시간의 정적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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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일단 낮은 급여이더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제공될 때 일부 집

단에서는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Model 4-2에서의 높은 급여의 부모휴가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간 자

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돌봄시간이 매우 높았던 반면, Model 4-4에서 유급 부모휴

가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서 남성 돌봄시간의 편차

는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제도의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휴가기간과 돌봄시간의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고, 

역 U자 모양을 띤다고 알려져 있다(Duvander & Johansson, 2012; Hook, 2006). 

즉, 부모휴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예: 6개월)에 높은 급여(예: 80%이상)로 제공될 때 제도의 효과

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유급 부모휴가기간이 단기일 

때의 자율성에 따른 조절효과는 매우 뚜렷한 반면 중·장기간이 되었을 때는 조

절효과가 미미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휴가1과는 달리 부모휴가제도

2는 소득대체율이 낮은 기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부모휴가1만

큼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원래 의도한 부모권 신장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부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부성휴가1(높은 급여기간)의 제도변수와 노동시간 특성 간의 결합을 

살펴본 Model 4-5와 Model 4-6을 보자. 부성휴가는 부모휴가와는 달리 남성만 사

용할 수 있어, 부모휴가보다 더욱 강력하게 남성의 가족화를 도모하는 기제로 작

동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부성휴가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Model 4-5 Model 4-6
절편 -5.739(1.838)** -5.750(1.845)**
부성휴가1 -0.003(0.008) -0.017(0.012)
노동시간 -0.010(0.002)***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0.052(0.024)*
부성휴가1*노동시간 -0.000(0.000)**
부성휴가1*노동시간 자율성 0.004(0.002)†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0(0.013)*** 0.12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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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1,  * p<0.05, ** p<0.01, *** p<0.001

   <그림 14>의 왼쪽 패널에서 노동시간과의 조절효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높은 

급여 부성휴가기간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노동시간에 의해 조절되었다.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은 동일한 제도 발달 수준에서 모두 돌봄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였다. 즉, 높은 급여 부성휴가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10일이거나, 

30일이거나 상관없이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이 돌봄시간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에서는 높은 급여 부성휴가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낮은 돌봄시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높은 급여 부성휴가기간

이 30일인 경우 노동시간이 각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10시간 짧은 집단에서

는 돌봄시간이 4.1(주 4-5회 내외 돌봄) 이상인 반면,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10시

간 긴 집단에서는 돌봄시간이 약 3.6(주 1-2회 내외 돌봄) 정도에 불과하였다. 즉 

동일하게 한 달간 높은 급여로 부성휴가가 제공되더라도 노동시간의 길이가 얼마

인지에 따라 돌봄시간의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장시간 노동집단은 부성휴

가1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유급노동 이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시간의 제

약으로 돌봄시간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단시간 노동집단

은 적게 노동을 하더라도 남은 가용시간을 여가나 다른 활동에 배분하지 않고 돌

봄시간을 늘리는 데 사용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넘어서 양육자로서의 

남성의 위치를 정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이 평균보다 10시간 적을 경우, 부성휴가1은 남성 돌봄시간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제도의 발달이 남성의 돌봄

조부모수 -0.161(0.090)† -0.171(0.090)†
자녀수 0.072(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19(0.006)** 0.019(0.006)**
여성경활률 0.002(0.012) 0.002(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17(0.475)*** 2.639(0.477)***
1수준분산(잔차) 3.393*** 3.394***
2수준분산(절편) 0.211*** 0.213***
AIC 47356.896 47359.774
BIC 47459.970 47462.848
-2LL 47328.896 47331.774  (전체) 0.220 0.220  (1수준) 0.084 0.083  (2수준) 0.770 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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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부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높은 급여 부성휴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노

동시간에 따른 돌봄시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단시간 

노동집단의 남성 돌봄시간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시

간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는 노동시

간이 짧은 남성 집단에만 유효한 전략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급여 부성

휴가제도의 도입 및 발달 시 노동시간별로 보다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에서는 높은 급여

의 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이 남성 돌봄시간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반면, 남성의 

노동시간이 길게 형성된 국가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 높은 급여의 부

성휴가제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남성 돌봄시간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한 Chung(2019)에서도 노동조건이 양호한 집

단에서 제도의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고, 반대로 노동 강도가 센 집단에서

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였을 때 실직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본인의 불안

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염려로 제도의 효과가 최소화된다고 밝

혔다. 본 연구도 유사한 맥락에서 노동의 강도가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단시

간 노동집단에서 부성휴가1의 제도 활용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돌봄시간의 증

가 효과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노동의 

강도가 강할수록 부성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업무 공백에 대

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가족화의 필요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적절히 휴가

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도 가족에 기여하는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성휴가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주위에서 남성의 돌봄참여 

분위기가 고양되고,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상이 정립되어간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하겠지만, 본인의 일상이 대부분 직장에 매여있다면, 가족

화에 대한 의지가 현실적 제약에 의해 단념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성휴가

제도가 온전히 현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집단의 가족화에 대한 장애

물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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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부성휴가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5, M4-6)

   부성휴가1과 노동시간 자율성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림 14>의 오른쪽 그래

프를 보면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자율성에 

의해서도 조절됨이 확인되었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제도 발달 수준

과 무관하게 남성 돌봄시간이 4.0(주 3-4회 돌봄)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

율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제도의 발달 수준이 어느 구간에 있던지 상관없이 남성 

돌봄시간이 가장 낮았다. 예를 들어,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가 30일간 제공될 때, 

자율성이 4점인 집단에서는 돌봄시간이 약 4.1인 반면, 자율성이 1점인 집단에서

는 남성 돌봄시간이 3.5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시간 자율성에 

따른 남성 돌봄시간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노동시간 자율성은 본인에게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시간 중 1-2

시간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개념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자율성이 1점인 집단은 

개인 용무로 외출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직장에서의 시간 사용이 타

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근로기준

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남성들이 적지 않다. 자율성이 낮다는 것은 직장 내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성휴가제도를 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자율성이 낮을수록 남성의 가족화 경험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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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결국 돌봄시간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성휴가2(유급기간)의 제도변수와 노동시간 특성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Model 4-7과 Model 4-8은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제도변수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특성을 통한 간접효과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포착되지 않았다. 높은 급여기간에 비해 낮은 급여 기간도 포함

되는 전체 유급기간 변수는 본래의 의도대로 남성 돌봄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들의 휴가 사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요소는 급여대체율 등 경제적인 부분임을 밝힌 선행연구(Duvander, 2014)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휴가제도를 조작화할 때 유급기간뿐만 아니라 무급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휴가

기간을 변수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급기간도 합산한 경우 제도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김영미, 2014), 본 연구에서는 실

질적인 의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급기간을 제외하였다. 유급기간만을 변수

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못한 것은, 유급기간이라고 하여

도 바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함을 암시한다. 즉, 가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로 남성의 급여를 어느 정도 대체할만한 높은 급여 수준이어야 의도한 정책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표 18> 부성휴가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Model 4-7 Model 4-8
절편 -5.859(1.798)** -5.875(1.808)**
부성휴가2 0.002(0.005) -0.002(0.006)
노동시간 -0.011(0.002)***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0.062(0.022)**
부성휴가2*노동시간 -0.000(0.000)
부성휴가2*노동시간 자율성 0.002(0.001)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0(0.013)*** 0.129(0.013)***
조부모수 -0.166(0.090)† -0.174(0.090)†
자녀수 0.071(0.023)** 0.071(0.023)**
노조가입률 0.018(0.005)** 0.018(0.005)**
여성경활률 -0.000(0.012) -0.001(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95(0.455)*** 2.7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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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1,  * p<0.05, ** p<0.01, *** p<0.001

<그림 15> 부성휴가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7, M4-8)

   그렇다면,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제도1의 경우는 어떠할

까? Model 4-9와 Model 4-10에서 인센티브1과 노동시간 및 노동시간 자율성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인

센티브 제공여부 자체는 남성 돌봄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으나, 인센티브 제

공여부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를 노동시간 특성이 조절하는 효과는 존재함을 의

미한다. 

1수준분산(잔차) 3.395*** 3.394***
2수준분산(절편) 0.209*** 0.212***
AIC 47361.856 47360.226
BIC 47464.929 47463.299
-2LL 47333.856 47332.226  (전체) 0.220 0.220  (1수준) 0.083 0.083  (2수준) 0.772 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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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인센티브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주: † p<0.1,  * p<0.05, ** p<0.01, *** p<0.001

   구체적으로 <그림 16>에서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인센티브1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에서 남성 돌봄

시간이 가장 길었다. 한편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인센티브가 제

공되는 국가보다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 돌봄시간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부모휴가를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기제가 선행연구에서는 꽤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개되었다. 예컨대 김은

지(2008)에서도 남성 인센티브 제도는 일반적인 부모휴가제도보다 남성의 무급노

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본 표본에서는 인센티브 도입

에 따른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변수의 척도에 관

한 것이다. 김은지(2008)에서는 남성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기제의 존재 유무로만 

Model 4-9 Model 4-10
절편 -5.899(1.836)** -6.229(1.817)**
인센티브1 0.022(0.217) 0.426(0.244)†
노동시간 -0.018(0.002)***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0.163(0.032)***
인센티브1*노동시간 0.009(0.003)**
인센티브1*노동시간 자율성 -0.139(0.040)***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1(0.012)*** 0.129(0.012)***
조부모수 -0.168(0.090)† -0.174(0.090)†
자녀수 0.071(0.023)** 0.071(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0.018(0.005)**
여성경활률 0.001(0.011) 0.001(0.011)
여성평균돌봄시간 2.679(0.461)*** 2.687(0.455)***
1수준분산(잔차) 3.393*** 3.392***
2수준분산(절편) 0.212*** 0.207***
AIC 47354.949 47350.856
BIC 47458.023 47453.930
-2LL 47326.949 47322.856  (전체) 0.220 0.221  (1수준) 0.084 0.084  (2수준) 0.769 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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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것이 아니라 Gornick & Meyers(2003)의 연구를 기반하여 유급 부성휴가 

존재여부, 개인적 권리 부여 여부, 급여대체율의 정도 등에 따라 1~5점의 서열변

수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존재 여부로 국가들을 양분하

여 보는 것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속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실제 해당되는 국가들의 특성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오스트리아, 프

랑스, 독일, 이태리, 한국, 포르투갈, 스웨덴)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제외

하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국가들로 돌봄시간의 증진을 위해 부모휴

가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부모휴가제도가 남성들

에 의해 잘 활용되지 않자 남성의 사용을 유인하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자에게 급여 상한액을 높여주는(100만원 → 150만원)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제도

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급여 대체수준이 본인의 임금을 충

분히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6> 인센티브제도1과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9, M4-10)

   인센티브1과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노동시간 자율성에 의해서도 조절되었

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인센티브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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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

서 인센티브1이 존재하는 경우 오히려 남성 돌봄시간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도의 태생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이 저조

하여 이를 견인하고자 도입된 인센티브 제도이므로 그 효과가 이미 잘 드러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급여 대체없이 명목상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은 남성 돌봄시간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

다. 반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남성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제

가 남성 돌봄시간을 유효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직장 내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확

률이 높으므로 부모휴가 접근성이 더욱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남성이 부모휴

가를 사용할 때 더 관대하게 재정 지원을 하거나, 보너스 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촉발요인이 있으면 이러한 불안정 노동집단에게 부모휴가제도의 실효성

을 높여주고, 이는 돌봄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2(유연근무)의 제도변수와 노동시간 특성 간의 상호작용

을 살펴보면, Model 4-11과 Model 4-12 모두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다. 즉, 

인센티브2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가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입

증되었다. 

<표 20> 인센티브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 모형

Model 4-11 Model 4-12
절편 -5.830(1.843)** -6.078(1.820)**
인센티브2 -0.034(0.249) 0.320(0.271)
노동시간 -0.020(0.002)*** -0.012(0.001)***
노동시간 자율성 0.077(0.020)*** 0.147(0.030)***
인센티브2*노동시간 0.012(0.003)***
인센티브2*노동시간 자율성 -0.122(0.039)**
연령 -0.069(0.002)*** -0.069(0.002)***
학력 0.132(0.012)*** 0.129(0.013)***
조부모수 -0.161(0.090)† -0.174(0.090)†
자녀수 0.072(0.023)** 0.070(0.023)**
노조가입률 0.019(0.005)** 0.018(0.005)**
여성경활률 0.001(0.012) 0.001(0.012)
여성평균돌봄시간 2.670(0.456)*** 2.67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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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1,  * p<0.05, ** p<0.01, *** p<0.001

   구체적으로 <그림 17>을 통해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센티브1의 결과와 

동일하게, 노동시간 특성이 노동자 우호적일수록 전반적인 돌봄시간은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하였다. 한편 노동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인

센티브가 제공되는 국가보다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 돌봄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위의 인센티브1과 마찬가지로, 현재 인센티브2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이태리, 

한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국가들로 유

연근무를 통해서라도 부모의 일·가족양립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

분한 급여 보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노동시간 특

성이 양호한 집단에게 남성 돌봄시간 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로,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시간 유연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남성 돌봄시간을 증진시켰다. 노동시간 특성이 노동자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에 놓

인 남성들에게 법률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나 시차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 공식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남성의 가족화가 촉진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1수준분산(잔차) 3.391*** 3.392***
2수준분산(절편) 0.212*** 0.206***
AIC 47348.245 47353.357
BIC 47451.318 47456.430
-2LL 47320.245 47325.357  (전체) 0.221 0.221  (1수준) 0.084 0.084  (2수준) 0.769 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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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센티브제도2와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M4-11, M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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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

를 노동시간 특성이 조절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당

수의 일·가족양립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혹은 출산율 등 일부

분의 이슈에만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또 다른 절반인 남성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전체적인 일·가족양립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개선방안 역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소수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다룬 연구들은 가구 내 부부의 역할분담

만을 확인하고, 남성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결과를 축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거시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았던 부모·

부성휴가제도의 발달과 남성 노동시간 특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어떤 요

인들이 남성 돌봄시간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럽의 EWCS자료와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를 통합하여 

개인수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Leave Network 등 확보된 거시자료를 미시자료

와 결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

며, 생산인구연령에 속하는 취업 남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분석에 포함된 

최종 대상자는 25개 국가의 11,642명이었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부

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제도의 발달이 직접적

으로 남성의 높은 양육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가족양립정책과 돌봄시간은 정의 관계를 띈다고 밝혔던 것과는 다

른 결과가 도출되었는데(Boll et al., 2014),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분석대상 

및 데이터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석대상을 부모 전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에 비탄력적이라고 알려진 남성만을 대상

으로 삼아, 제도의 주효과가 포착되지 않았고, 다년도를 통합하지 않고 1개 년도

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조상 정책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Hook(2006) 등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제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제3의 변수와 결합된 형태일 때 유의미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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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남성의 돌봄시간

을 유효하게 설명해주는 거시변수는 노조가입율과 여성평균돌봄시간이었다. 즉, 

노조가입율이 높은 국가에서 남성 돌봄시간이 높았고, 국가의 평균적인 여성 돌

봄시간이 높을 때 남성의 돌봄시간도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둘째, 남성 노동시간의 특성과 돌봄시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과 돌

봄시간은 역관계를 보여 시간가용이론이 유효함이 검증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돌봄시간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

는다는 주장도 존재하였으나(Haas & Hwang, 2008), 본 표본에서는 그러한 경향성

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시간 자율성과 남성 돌봄시간은 정관계로, 경

계확장자원이론 역시 본 표본에서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남성들은 여전히 생계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러한 남성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직장

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의 재량을 활용한다는 일부의 연구결과도 있

었으나(Mazmanian et al., 2013), 이러한 자율성의 역설이 본 표본에서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이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동거하는 조부

모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남성 돌봄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 기존의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본 표본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층위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다층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부모·부성휴가제도

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는 노동시간 특성에 의해 조절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 다시 말하면,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발달 정도가 남성 돌봄시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노동시간 특성과 맞물렸을 때 남성 돌봄시간을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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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정리

부모휴가 부성휴가 인센티브

well-paid paid well-paid paid
남성 

휴가사용
유연근무

노동시간 - O O - O O

노동시간 

자율성
O O O - O O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도별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노동시간 특성별로 

결과를 재정리하였다. 먼저, 노동시간 길이가 제도를 조절하는 효과는 부모휴가2, 

부성휴가1, 인센티브1, 인센티브2에서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노동

시간이 긴 집단과 짧은 집단으로 구분하면, 노동시간이 긴 집단에게는 부모휴가2, 

인센티브1, 인센티브2의 제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에게는 부성휴가1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단시간 노동집단에서 부성휴가1의 발달이 돌봄시간 확보에 큰 영향을 준 결과

는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가 제공될 때 노동시간이 짧은 남성들은 부성휴가를 직

접 활용하거나, 관대한 휴가급여로 부성휴가를 사용한 남성 비중 증가의 간접적

인 영향으로 돌봄시간을 증가시켰다고 해석된다. 특히 단시간 노동집단에게 가용

시간이 존재할 때 본인의 직장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하거나, 개인

의 여가나 훈련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의 아버지 양육 참여 확산 문화와 잘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노동시간이 짧

은 남성집단에서 기존의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위상을 정

립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장시간 노동집단에서는 부모휴가2의 발달이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기제

로 작동되었는데, 높지 않은 급여수준이라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부모휴가가 제

공될 때 노동시간이 긴 남성들도 가족화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돌봄시간의 증가

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및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장시간 일을 하는 남성들의 자녀 돌봄시간을 유

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간이 길어 업무강도가 센 집단에

게는 부모휴가 사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국가에 의해 유연근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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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권한을 부여해주면 돌봄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휴가1, 부성휴가1이 유효한 

전략이 된 반면,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부모휴가2, 인센티브1, 인센티브2가 

유의미하게 돌봄시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자율성이 보장되었

을 때 높은 급여의 부모·부성휴가가 제공되면 돌봄시간을 더 큰 폭으로 확대시

킬 수 있는 경계확장자원이 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집단

에게는 부모휴가2, 인센티브1, 인센티브2의 발달이 돌봄시간 증가에 유의미한 요

소임이 밝혀졌다. 부모휴가제도의 낮은 급여이더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제공

될 때 노동시간이 경직적인 집단에게는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함

의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 인센티브 및 유연근무제도 인

센티브는 노동시간 자율성이 낮은 남성들의 가족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6개의 제도 속성, 크게 보면 3개의 제도군 

은 모두 일부 집단에게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직 

부모·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를 신속

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성의 가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OECD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표방하는 정책 기조는 높은 급

여의 부모·부성휴가 기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

도 최근 들어 부모·부성휴가의 관대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성의 휴가 사용률은 급여대체율에 긴밀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현재의 개혁 기조는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높은 급여의 부모·

부성휴가가 제공되었을 때 장시간 노동집단과 자율성이 낮은 집단은 오히려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휴가제도의 발달

에 앞서 노동시간의 질을 개선하고, 열악한 노동시간 환경에 있는 남성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120 -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일·가족양립 이슈

를 시간 자료에 기반하여 재조명함으로써 일·가족양립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던, 

이로 인해 사회정책적 방안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남성을 전면적으

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성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절반의 통계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현실을 

적절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성인이 만나 가족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듯, 

일·가족양립 이슈도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여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남성의 일·가족양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선

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 이슈를 가족 측면에 천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

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여성 고용률, 임금수준 등 경제지표나 합계 출산율과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일·가족양립 정도를 파악하였다. 일·가족양립정책의 효

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소득이나 노동시장참가율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었

다(Rege & Solli, 2013; Cools et al., 2015; Ekberg et al., 2013). 일과 가족을 양립

하였을 때 경제적 성과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일과 가

족을 양립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치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남성 돌봄시간의 증가가 남성의 미래 소득을 감소

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Rege & Solli, 2013)를 근거로 남성의 돌봄시간 축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시간 내에 괄목할만한 결과나 성과물을 포착하기 

어렵더라도 아동의 발달, 성평등 함양,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삶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시적 비효율성을 감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 의의가 있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의 부족 문제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그동

안 남성의 저조한 양육 참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남성 돌봄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특성이나 부부

의 특성 등 미시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의 낮은 양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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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자칫 남성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인식 때문이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거나, 낮은 교육수준 등 개인이 갖는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있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 기초한 정책 대안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남성의 불충분한 돌봄시간의 원인을 남성 개인 및 가구 내부의 요소에서 찾는 것

이 아니라, 남성의 돌봄 환경을 둘러싼 노동시간 특성 및 국가 차원에서 규명한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성을 대상으로 부

모·부성휴가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남성에게 유용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

한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제도의 효과성 연구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남녀 구분 없이 보편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남녀를 분리

하지 않고 분석한 한계가 있었다. 적지 않은 이론적 논의들에서 일·가족양립 이

슈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함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부모휴가

제도라도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남녀가 다르게 작동될 것

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기반하여 남녀를 구분하였고,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던 집단인 남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둘째, 부모·부성휴가제도의 단순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노동시간 특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부성휴가제도는 

남성 돌봄시간과 유의한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

여 생각해보면, 전체 일하는 부모를 위해 도입된 부모휴가, 부성휴가, 인센티브 

제도들이 일하는 남성 집단에게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로는 일부 집단에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꿔서 얘기하면, 노동시

간 특성에 따른 집단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과정이 없이 일괄적으로 제

도의 발달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외관 확장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제

도의 양적 증대는 오히려 개인이 처한 노동환경에 따른 남성의 상대적 박탈감 및 

가족화 수준의 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숙고가 요구된다.

   셋째, 남성 돌봄시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정책 활용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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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정책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요인들임을 지적한 선행연구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Hochschild & Machung, 2003), 노동시간 특성에 대한 실

증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은 부모·부성휴가제도가 아닌 노동시간 특성임이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높

은 급여의 부모휴가 및 부성휴가를 제공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은 노동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높은 집단의 아버지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

가족양립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문화를 지목하였으나(김영

미, 류연규, 2016), 실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의 영

역에 있던 일·가족양립정책과 남성 노동시간 특성의 조절효과를 개인단위로 내

려와서 실제적으로 분석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남성의 양육 참여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들이 잘 작동하지 않고 연결되지 못했던 지점

이 입증된 만큼, 거시적인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

동시장 환경 변화38)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일·가족양립의 기본 바

탕은 노동시간 특성에 있음을 인지하고,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시간 자율성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

존의 계획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삼았던 반면, 현재는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및 성평등 구현으로 기본 골격을 재구조화하여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 것은 

진일보한 발전으로 보인다. 또한 194개 세부 과제 중에서도 "일·가족양립제도 

이용권 보장(4-1-가)”과 "남성육아참여 활성화(4-2-다)”를 역량집중과제로 선정

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하지만 세부 과제를 계획한 내용

을 살펴보면 여전히 직접적인 일·가족양립정책의 발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아

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제시된 과제가 여전히 일·가족양립정책의 양적 확대39)에 그치고 있다

38) 특히 한국의 경우 개인의 노동시간 자율성을 높여주는 제도들의 도입 조차 초기 단계
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촉구된다. 김나영 외(2016)에 따르면, 현 직장에 시차
출근제(31.8%), 탄력근무제(31.5%), 재택근무제(15.9%), 원격근무제(12.1%), 재량근로시간
제(16.7%) 등의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설문을 참고하면, 여전히 도입된 직
장의 비중도 낮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사용 여부는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
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이 요구된다. 

39)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
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 육성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중 확대 등 남성 육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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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9). 물론 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요인이지만, 총 62.7조원이라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

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역량을 집중할지에 대해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즉, 일·가족양립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과 노동시간 자율성 확보 등 제도의 효과를 가로막는 노동시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범

주를 노동시장 환경 개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근거자료로 가치가 

있다. 

   넷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성휴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한층 강화될 필요

가 있다. 특히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는 노동시간 특성과 결부되어 남성의 돌봄시

간을 증진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무의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남

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부성휴가는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부모휴가보다

는 낮을 수 있다. 또한 단기간이라도 가족화의 경험을 갖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돌봄 참여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고, 어린 시기의 양육 참여는 전 생애적인 남성 

돌봄시간도 늘려준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장 초기의 양육 형태에 해당하는 

부성휴가제도는 그 효과성이 부모휴가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국에서의 휴가정책 논의는 대체로 부모휴가에만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

적이다. 물론 부모휴가제도도 남성의 돌봄시간을 촉진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

고, 최근의 괄목할만한 부모휴가 급여대체율 인상40)은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남성의 휴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부모휴가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여성이 휴가를 활용하며, 성평

등인식이 낮은 국가에서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Lammi-Taskula, 2008), 남성만을 표적화한 부성휴가제도의 발달이 더욱 

요구된다. 

   아쉽게도 한국의 부성휴가제도에 해당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관심

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무급 3일로 도입되어, 

2012년 3일 유급으로 전환된 후, 최근 2019년 10월부터 10일 유급으로 대폭 확대

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40) 2001년 무급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제도는 초기에 정률제로 2003년 월 30만원, 2004년 
월 40만원, 2007년 월 50만원 등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
한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고, 최근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까지 최초 3개월간 제공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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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여전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고용주의 

책임으로만 맡겨놓은 상황이다. 부성휴가제도의 정착이 시급하고 이에 대한 세심

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성권에 대한 담

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고, 남성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높은 급여의 부성휴가기간의 증가는 노동시간이 짧고, 

노동시간 자율성이 높은 집단에 최적화되어 작동되었고, 장시간노동 및 자율성이 

낮은 한국 남성의 노동시간 특성을 고려할 때, 부성휴가의 발달이 오히려 돌봄시

간을 감소시킬 위험이 존재하므로, 부성휴가기간의 증가에 앞서 노동시간의 단축 

및 노동시간 자율성을 담보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측정 도구의 한계이다. 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 구조 및 체계 내에서 구현되고, 작동하는 방식이 모두 상이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요소로 축약하여 정책의 발달 정도를 서열화한 점은 현

실을 왜곡하여 해석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예컨대, 스웨덴과 벨기에 모두 높은 급

여의 부성휴가기간이 2주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편 부모보험 방식으로 운영

되는 스웨덴은 상용직, 임시직,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지만, 벨기에의 경우 상용

직과 일부 임시직만을 대상으로 하여(이삼식 외, 2013) 수급자격 조건의 차이로 

인한 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작동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2개월씩 강제 

할당을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장치를 두어 모·부성휴가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부

성휴가기간이 2주가 아닌 그에 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반영되는 현실적인 의미보다 제도 자체의 의미로 코딩하여, 

이러한 미묘한 차이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제도 이름은 

부모휴가(Initial Parental Leave + Father’s only Parental Leave)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부성휴가처럼 활용되고 있어서 부성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되는 문

제는 현실을 곡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41). 노르웨이의 경우도 국가에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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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는 부성휴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기본권 차원

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대부분의 남성들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질

적 등가물로 포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돌봄시간 변수에 있어서도 측정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자

녀를 얼마나 자주 돌보는지에 따라 크게 서열화한 후 매일 돌보는 남성들의 경우

에만 돌봄의 강도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돌보지 않더라도 근무지 특성상 

주말에만 자녀를 볼 수 있다든지,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특정 일자에만 볼 수 있

다면 매일 낮은 강도로 자녀를 돌보는 남성들보다 단기간에 고강도로 자녀와 함

께 시간을 보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까

지 반영한 척도를 확보할 수 없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부부 단위의 분석을 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아쉽게도 

EWCS 및 근로환경조사는 개인 단위로 조사가 설계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부부의 시간 배분 및 역할분담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진행할 수 없었다. 일·가족양립의 전체적인 그림을 온전히 포착하기 위

해서는 한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러싼 노동환경 및 사회 구조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마지막으로는, 일반화의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5개의 유럽

국가 및 한국으로 구성되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EWCS를 각국에

서 번역하여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시도되고 있으

나, 조사결과 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번역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는 

추가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데이터의 접근성은 확보되었으나, 가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본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대상 판단기준인 자녀 여부, 

배우자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사례를 추가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

이 보완되어 유럽뿐 아니라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까지 아우르는 비교 미시 데이

터를 확보한다면, 연구 결과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1) 이와 같은 지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교국가연구에서 제도를 조작화하는 방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Leave Network는 15년 
넘게 매년 각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제도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해오고 있어, 비교연구
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임은 틀림없고,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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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모·부성휴가제도와 남성 돌봄시간의 관계

<부도 1> 높은 급여 부모휴가기간과 돌봄시간의 관계

<부도 2> 유급 부모휴가기간과 돌봄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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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paternal childcare time?

- Analysis of the impact of parental/paternity leave 

by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Park, Mi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while considering any moderating effects of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i.e., duration and autonomy). Prior studie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have largely focused on women-centered issues 

such as female’s labor participation or fertility. Yet, little is known about 

fatherhood issues. This substantially impedes our ability to fully 

comprehend relevant issue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nly a handful studies are available related to paternal 

work-family balance with limited attention to couple dynamics in the 

domestic sphere such as how they divide their time for housework and 

childcare. Empirical evidence on the aspects of paternal childcare time 

from a broader perspective is sparse. This study attempts to extend the 

dimension of the childcare time determinants to paternal aspects.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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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paternal childcare 

time.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 of paternal childcare time were further 

investigated. This paper pose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parental/paternity leave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Second, are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i.e., duration and 

autonomy) associated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Finally, do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This study used multilevel modeling to examine these research 

questions. Individual-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5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Macro-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the Euro Statistics, 

and the OECD Statistics. The target population was working fathers with a 

child under age 18. The study sample included 11,642 fathers from 25 

countries. The dependent variable was a 10-point scale of how often male 

caregivers spend time with their child.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is study measured parental/paternity leave and incentive schemes. 

Parental/paternity leave was measured by the lengths of well-paid leave and 

total paid leave. Incentive schemes were measured by inducement (i.e., 

additional inducement for father’s using parental leave) and flexibility (i.e., 

flexible work schedules during a period of child rearing). 

  This study found that parental/paternity leave had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aternal childcare time. The effect size was practically 

zero, suggesting almost no variation in paternal childcare time by 

paternal/paternity leave. This is an interesting result as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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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mostly found increased parental time with the improvemen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This inconsistency may be due to this 

study’s focus on male caregivers. It is possible that male caregivers are 

less reactive than women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issues. Conversely, 

this study found that longer work hours and lower work schedule 

autonomy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lower paternal childcare time, 

supporting the time availability theory and the boundary spanning resource 

theory. Finally, the length of working hours and the level of work 

schedule autonomy we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paternity leave and paternal childcare time. Parental/paternity leave 

was linked to increased paternal childcare time among fathers with short 

working hours or high work schedule autonomy. For those with long 

working hours or low work schedule autonomy, there was no increase of 

paternal childcare time by parental/paternity leave.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This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to take into account paternal asp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which have been surprisingly overlooked and remained in 

the blind spot.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al/paternity leave policies alone may not be sufficient to improve 

paternal childcare time. The moderating effects by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suggest that work schedule characteristics need to be also 

considered. To be specific, reducing working hours and enhancing work 

schedule autonomy may not only help male caregivers extend their 

childcare time directly, but also reinforce the impact of parental/paternity 

leave. These findings shed light on the new role of m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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