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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성 인력의 활용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

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실, 성별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집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노동시장 주변화를 선택했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일-가족 양립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가 갖는 부정적

인 의미에 주목하고, 성별임금격차에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영향력

을 규명하고자한다. 특히,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기혼 노동자의 돌봄 의무를 사회화하고, 남

녀 간 평등한 분배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임금보전에 과연 기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 16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

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여성의 임금 보전에 기여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가? 둘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요소가

성별임금격차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차별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그러

한 영향력의 차별성이 향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내용과 발전방향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실증연구결과 첫째,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중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부

모휴가 기간, 보육재정지원정책, 노동시간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모)만을 대상으로 하

는 휴가정책은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일-가족 양립을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적 개입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여성대표성 비율,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조합가입률 등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의 구성요소가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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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중 하

나가 성별임금격차이다. 노동시장 진출시점에서부터 퇴진의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남녀 간 임금격차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는 점과 여성이 1차 소득자인 경우, 남성 1인 소득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을 야기한다는 점

에서 그 심각성이 논의된다.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적자본의 차이, 성별직종분리나 차별효과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변이를 설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dor, 1992; Jacobsen, 1998; Monk-Turner, G. Turner, 2001; Kunze, 

2005). 또한, 2000년 이후 고학력 여성의 증가와 전 세계적 경제 불황이 맞물려 성별임금격

차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표면적 현상 이면에 오히려 전문직에서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강

화되는 등(김영미, 2009) 성별임금격차의 문제는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 기제를 드러내는 극

명한 현상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별직종분리나 인적자본론 모두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저임금 직업을 선호하며,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여 자기계발을 

등한시한다는 편견을 암묵적으로 인정함으로써(Jacobsen, 1998; Chales, 2005; Kunze, 2005), 

임금의 성별격차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일-가족 양립지

원정책은 기혼 노동자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유자녀 노동자

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여성 노동자가 업무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도록 설계되었다(OECD, 2002). 따라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된다면 기혼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가족 의무의 부담을 덜고 

남성과 동등하게 유급노동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발적･ 비자발

적 퇴출에 따른 노동참여의 단절이 완화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단절 없는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

차를 개선하는데 갖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국가별 특성 및 세부정책 영역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둘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 완화에 기여하

고 있는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정책영역이 여성의 저임금 완화에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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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의 차별성은 어떠한가? 이상의 결과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임금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일

-가족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정책의 내용에 대한 논의(원숙연, 2005; 김영

미, 2009; 김경희･김민희, 2010; 이진숙, 2010), 선진국 사례에 대한 분석(장지연 외, 2005; 윤

홍식, 2006b; 김혜원 외, 2007; 이채정, 2009),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여성의 노동참여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강효진, 2006; 이진경･옥선화, 2009)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나라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발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기

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존재양식에 대한 연구에 더하

여, 이들 정책영역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이론적 논의: 성별임금격차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1.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논의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기제는 다양하나, 임금격차의 모든 변이들을 설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력, 경험, 직업군, 직업훈련, 경력 등 정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요

인에 의존하는 인적자본론과 성별직종분리 이론은 현상에 잠재한 차별을 설명하지 못하고

(Mincer & Polachek, 1974; Beck, 1985; Monk-Turner & Turner, 2001; Kunze, 2005), 차별효과 

이론은 수사적으로 표현된 해석에 근거할 뿐 객관적 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Binder, 2010). 

그럼에도 여러 이론들의 공통된 논거는 출산 및 양육 등 여성성을 둘러싼 가족적 가치가 

여성노동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확대하여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이다(Waldfogel, 1997:1998; Jacobsen, 1998; Hakim, 2000; Budig & England, 

2001; Monk-Turner & G. Turner, 2001; Anderson et al., 2002; Giele & Stebbins, 2003; Kunze, 

2005; Correl et al., 2007; Glauber, 2007; Binder, 2010).

구체적으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교육과 직업훈련, 전공 등 개인의 인적자본이며, 인적자본의 축적량이 적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성 노동

자들은 직업훈련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임금을 높여가는데 반해 여성들은 출산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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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경험하면서 인적자본 축적에 실패하는 ‘마미트랙’(Mommy track)으로 진입하게 되어 임

금수준이 정체된다는 것이다(Jacobsen, 1998; Giele & Stebbins, 2003). 여성의 ‘자기선택’에 

따른 주변화와 대조적으로 남성노동자는 직무애착이 강해 이직이 빈번하지 않으며, 이러한 

성향이 기업 내 남녀노동자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성별에 따른 수요의 차이가 생겨 임금격

차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Kunze, 2005). 

성별직종분리논의에 따르면, 남성들은 공학, 금융 등 시간과 자본이 집중된 고임금 노동

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교육, 서비스 등 비교적 저평가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함으로써 

근본적인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들이 저임금직종을 선호하는 것은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통한 보상적 고임금(compensating high wage)을 받기보다 저임금을 받더라도 가

족적 가치에 투자할 시간을 더 원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생산성 조정이 여성의 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Hakim, 2000; Monk-Turner & G. Turner, 2001; Kunze, 2005; 

이성균･김영미, 2010). 

한편, 차별모델에서 논의하는 여성노동자와 가족적 가치의 관계는 여성성과 임금격차의 

관계를 보여준다.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인적자본･생산성을 가진 여성노동자가 동일한 처우

를 받지 않는 상태를 차별이라 규정하고(Heckman, 1998), 객관적 요인을 통해 설명되지 않

고 남는 변량 자체가 차별의 증거가 된다. 이는 남성의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진

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주류 남성적 가치가 여성에게 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Binder(2010) 등은 생산성의 측정 역시 남성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기 때

문에 정확한 생산성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성별임금격차는 3%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실제 임금의 성별 차이에 대해 Oaxaca 임금분해 함수를 적용한 결과, 미국은 임금격차 

36% 중 27%가 차별에 기인한 것이고(Borjas, 1996), 한국의 경우 전체 중 60%가 차별에 기

인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ai & Cho, 1995). 

한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 모성임금 

패널티(Motherhood wage penalty or Family Penalty)이다. 이는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 간 

임금격차를 설명한다(Waldfogel, 1997:1998; Budig & England, 2001; Anderson et al., 2002; 

Correl et al., 2007; Glauber, 2007). 모성임금 패널티는 학력, 경력 등 객관적 요인을 통제하

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자녀의 영향력이 기혼여성 임금에 부정적으로 나타나

는 것에 주목한다(Waldfogel, 1997). 결혼 여부가 남성 임금에는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오히려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Schoeni, 1990), 더 나아가 어린 자녀까지 있는 

경우 여성의 생산성은 더 감소한다고 평가되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동일한 조건하의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보다 5% 이상 임금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Waldfogel, 1997; Budig & 

England, 2001; 임정준, 2010). 여성이 기혼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인생의 절반 이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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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자녀의 존재가 여성에게 생산성 저하와 차별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모성임금 패

널티가 성별임금격차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성임금 패널티를 제외한 인적자본론, 성별직종분리 및 차별모

델이 일견 합리적인 행위자인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설명 가능한 임금격차

를 유발한다고 전제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 논의는 성별임금격

차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사회 및 구조적 압력과는 무관한 것처럼 규정하나, 엄밀하

게 따지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성-고정관념의 영향력이 내포되어 있다. 인적자

본론에서 ‘마미트랙’(Mommy track)이 그렇고(Jacobsen, 1998; Giele & Stebbins, 2003), 성별분

리의 많은 부분이 여성이 가족적 가치에 부응한 결과라는 점이 그러하며, 차별모델에서 말

하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남성적 가치에 대한 존중 역시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임신과 출

산에 따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상의 이론을 관통하는 여성의‘자기선택’에 

의한 주변화도 사회구조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여되는 구조적 압력이 작동한 ‘강요된 선

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격차가 ‘일-

가정 양립’의 맥락과 연결되는 접점이 되며,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Kamerman, 2000; OECD, 

2002; Gornick & Heron, 2006).

2. 일-가족 양립지원정책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자녀를 가진 남녀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동자

로서의 역할간의 조화를 통해 노동권-부모권-평등권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Kamerman, 2000; OECD, 2002; Mazur, 2002; Gornick & Heron, 2006; 김혜영, 2005; 

홍승아 외, 2008; 윤홍식, 2006a:2006b; 원숙연･이동선, 2012). 구체적으로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을 통해 자녀가 있는 사회성원의 노동시장 참여와 수입창출을 가능하게 하며(노동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부모권). 더 나아가 일-가족에 대한 성별분리주의를 극복

1) 일과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자 간의 균형유지를 지원하는 개입은 가족친화정책(Family- Friendly 
Policy), 일-가족 양립지원정책(Work-Family Balance/Reconciliation Policy) 및 일-생활 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등으로 혼용된다. 가족친화정책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함께 기업이 제공주체가 되는 가

족 친화 고용정책 또는 가족 친화적 경영을 포함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8). 따라서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고, 정책목표에 여성과 남성 간 평등권이나 노동권 등이 명시되지 않는다. 최근에 등장한 일-생활 균형

정책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보다 포괄범위가 넒은 것으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생활 균형

정책은 개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즉, 남녀를 넘어선 인간 본연의 삶에 주목한다. 특히 일-생활 균형정

책은 노동시간정책에 방점을 두어 시간의 안배를 통한 삶의 균형을 새롭게 조망한다(Gues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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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성과 여성 간 참여의 불균형-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과소참여, 가정영역에서 남성의 

과소참여-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평등권)(OECD, 2002; 김혜영, 2004; 장지연, 2005; 

윤홍식, 2006a; 원숙연･이동선, 2012).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일과 돌봄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남

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노동권-부모권-평등권의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정리된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세부 범주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보

편적으로 휴가정책과 보육관련정책과 같은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이 기본이 되고(Gustafsson 

& Stafford, 1992; Gornick, Meyer & Ross, 1997:1999 ; Kamerman, 2000; Saxoberg & Sirovatka, 

2006), 재정적 지원으로서 조세정책과 시간적 지원으로서 노동시간 정책으로 구성된다(OECD, 

2002:2008 ; Won & Pascall, 2004 ;홍승아 외, 2008)(그림1 참조).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휴가정책 보육재정지원정책 노동시간정책 조세정책

<그림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구성요소

3.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임금의 성별차이에 미치는 영향2)

1) 휴가정책

휴가정책은 근로자가 아동의 출산･입양･양육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노동을 쉬면서 가족에 

집중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남녀 

노동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휴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특징과 목적

에 따라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으로 구성된다(OECD, 2008). 모성휴가(maternity 

leave)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 출산 전후 또는 입양 시 제공되는 휴가를 

의미하며, 부성휴가(paternity leave)는 배우자의 출산 전후 남성의 육아책임 공유(sharing 

parenthood)를 목적으로 한다. 모성휴가 및 부성휴가가 출산에 초점을 맞춘 단기간의 휴가라

면, 육아휴직 또는 부모휴가는 부모가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

2)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기본적인 골자와 내용은 원숙연･이동선(2012)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남녀 임금격차의 영향요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35

록 하는 장기적인 제도이다(Moss & Deven, 1999: Bjornberg, 2002; OECD, 2008; 홍승아 외, 

2008; 원숙연･이동선, 2012).

휴가정책이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된다. 먼저, 직업을 보장한 상

태에서 일정 기간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퇴진을 막고, 복귀 후 노동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는 임금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 특히 단절없이 경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경력에 연동되는 임금상승에 기여하게 된다(Waldforegl, 1998). 부모휴가

의 존재 자체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및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Rőnsen 

& Sundstrőm, 1996; Waldfogel et al., 1999),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임금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Pylkkanen & Smith, 

2003; Ruhm & Taegue, 1997; Waldfogel, 1997:1998; 이규용 외, 2004; 이진경･옥선화, 2009). 

무엇보다 휴가기간이 경력에 포함되어 경력 기간을 연장시키고 직무적합도를 높이고 이는 

노동시장에 오래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임금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Waldfogel, 1997:1998). 반면, 두 번째 쟁점은 휴가 기간 동안 경력단절로 인한 기술 위축

(skill atrophy)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이다. 일정 기간 업무를 떠남으로써 기술위축이 발생할 

경우, 노동 복귀 시 오히려 노동자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입장도 있다(ILO, 1999; Edin & Gustavsson, 2001; Neyer, 2003). 그러나 휴가 사용 

후 복귀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휴직 전과 동일 업무에서 적응기간을 갖

도록 하는 등의 노력에 따라 휴가로 인한 기술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3) 한마디

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휴가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이는 여성의 생산성

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게 함으로써 여성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데 기여한다. 

한편, 휴가급여 역시 여성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휴가 급여가 무급이거나 수준이 너무 낮다면, 휴가 사용의 유인효과가 작아진다(Kamerman 

& Moss, 2009; 이규용 외, 2004). 특히 남성과 고임금 여성의 경우, 휴가급여가 일정 수준으

로 담보되어야 부모휴가를 사용할 의지가 작용한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일과 가정 중 하나

를 선택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낮은 휴가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을 이어가기보다 돌봄

노동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Lohkamp-Himmighofen & Dienel, 

2000),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차이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3) 우리나라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제 19조 1항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을 마친 후에도 동일업무에 같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명확히 하지 않지만, 노동자들이 노동 복

귀 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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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일-가족 양립을 위한 유급 휴가의 제공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것이다.

2) 보육재정지원정책

보육재정지원정책은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defamiliarization)’의 핵심이다(Esping - Andersen, 

1999; 김경희･류임량, 2008). 이는 돌봄 부담이 가족에서 사회로 일정부분 이전된다는 점에서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명명되기도 한다(Daly, 2000; Leria, 2002; 윤홍식, 2006a; 원숙연･이동선, 

2012).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 분리의 경직된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여성

의 돌봄노동 부담을 완화하여 남녀 간 유급･무급 노동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 이는 여성

과 남성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노동자의 돌봄노동을 국가가 분담하는 보육재정지원정책은 첫째, 공보육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노동 

현장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한다.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관련복지정책 비용 지출이 여성의 경

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직업 집중도를 높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고(Mandel & 

Semyonov, 2005), 보육재정을 포함한 복지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류연규, 2009). 둘째,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대체보육비

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클수록 여성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육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을 통한 보육비 지원을 실시하게 되

면,4) 여성의 대체보육비용은 감소하고, 이는 여성의 실질적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Barrow, 

1999; Jaumotte, 2003).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보육재정을 통한 돌봄 부담의 완화는 여성 노동자의 경력관리와 인적자본에 투자할 

시간적･물리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여성노동자가 대체보육을 위해 투자해

야할 보육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실질임금을 높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정부가 보

육재정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만 5세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양

육수당 또는 보육비를 선택하여 지원받게 되었다(http://www.mw.go.kr). 이렇게 되면, 노동시

장에서 여성의 중도 이탈을 막고, 지속적 노동을 통한 임금보전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임금의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 국가의 보육재정지원 규모가 클수록,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4) 보육비지원이 시설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나타날 경우 여성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않을 수도 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아동 숫자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하지만 프랑스의 정

책발달정도에 비해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2005년 80% 수준). 그러므로 보육재정확대 

및 보육비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선진국들의 정책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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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정책5)

일반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 간 관계를 보면,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체 임금은 증가

한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젠더관점에서 보면 다른 양상이 된다(Hewitt, 1993; Figart & 

Mutari, 1998에서 재인용). 한정된 시간자원을 남녀가 일과 가족 의무에 어떻게 분배하는가

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에게 더 불리하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돌봄의 요구가 강한 현

실에서 노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여성은 일-가족 갈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노동시간이 짧은 저임금 비정규직, 파트타임 직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는 여

성 전체의 평균 임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ubery et al., 1998; Figart & Mutari, 1998; 

Gornick & Heron, 2006). 또한 장시간 노동이 중시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장시간 일할 

수 있는 노동자(대부분 남성 노동자와 미혼 여성노동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 된다

(Sirianni & Negrey, 2000; Won, 2012). 이러한 상황은 돌봄 의무로 인해 오랫동안 조직에 머

물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생산성 자체가 낮다는 편견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긴 

노동시간의 문제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갈등을 야기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 주변

화 가능성을 높이고, 직무헌신 자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해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편견을 재

생산한다. 이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총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노동시장)-

사(가족)영역 간 균형있는 시간자원 안배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중도이탈을 막고, 

여성 노동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금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가설 3. 총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4) 조세정책: 과세단위

조세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선호하는 가족구조를 반영하게 된다(Aaberge 

et al., 1995; Stotsky, 1996; Sainsbury, 1999b; OECD, 2007a; 홍승아 외, 2008b). 조세정책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부양가족을 위한 수당, 세금감면(tax 

5)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동시간 정책은 전체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노동시간 제공에 관한 것으로 구

분된다. 전자는 전체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노동현장에 대한 시간자원 투자를 줄여 가족 의무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후자는 노동시간 사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노동과 가족 의무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Lohkamp & Dienel, 2000). 그런데 유연 노동시간 정책은 각 국가마다 제도의 

시행 형태가 상이하여 객관적 지표로 변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동시간 정책

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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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f), 세액공제(tax credit) 등 가족의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임금노동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을 관장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여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식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금

의 성별격차와 관련이 깊다(OECD, 2007a; 원숙연･이동선, 2012). 소득세 부과를 둘러싼 각 

국가별 정책은 과세단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과세단위와 관련된 젠더-불평등성이 

여성임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된다. 기혼여성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 부

과 방식은 개인과세와 부부합산과세(가족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과세인 경우, 결혼 여

부에 상관없이 개인 그 자체를 과세 단위로 보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미혼여성이

나 남성과 동일한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부부합산 소득제의 경우, 부부소득

을 합산한 상태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증가액 대비 세금 증가액의 비율인 한

계세율이 2차 소득자인 기혼 여성에게 더 높게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임금 상황에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이나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과세방식의 차이가 여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자명하다. 부부과세의 경우, 한계세율의 

적용으로 기혼여성의 소득세는 미혼여성이나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이는 기혼여성의 실질

적인 임금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해(Jaumotte, 2003; OECD, 2007a)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저하시킨다(Stotsky, 1996; Sainsbury, 1999b). 반면 개인과세의 경우, 결혼 여부에 상

관없이 소득에 따른 정해진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소득손실을 막아 여성임금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 참여에 유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경력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가설 4. 과세단위가 개인일 경우,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5) 통제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임금의 성별격차에 작용하는 통제변수로서 노조조직률, 여성 대표성 비율,6) 교육률, 1인

당 GDP 및 실업률을 포함한다.7) 먼저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에 따르면, 노동

6) 여성대표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을 장려하거나, 노조가입률을 견인하는 원인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본 연구

가 사회경제적 변수를 성별임금격차의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 간에 인과관계가 존

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본 연구가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성별임금격차의 인과 관계에 주목하는 만큼, 여성 대표성 비율을 원인변수로 설정하

였다. 향후, 이와 관련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7) 국가비교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개별성(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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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노동자들의 결집된 정치력이 권력자원으로 전환되는 장으로써(Korpi, 1985:2000), 노

동조합이 사업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바8) 여성의 노조 프리미엄

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Hirsch & Schumacher, 1998; 황덕순, 2005; 조동훈･조준

모, 2009; 정한나･이태, 2011). 둘째, 여성 대표성 비율은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의 중

요한 지표로써(Lombardo, 2005; Walby, 2005),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현실과 경험을 토대로 

적실성 있는 여성 친화적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여성 대표성 비율이 높아질

수록 노동시장 내 성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Sainsbury, 1999a), 

이는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격차를 좁히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바 있다(Huber 

et al., 2004; 김영미, 2007). 셋째, 남성대비 여성의 교육률 수준 변수를 추가하였다. 학력은 

인적자본의 저량(stock)을 의미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임금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동일한 교육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임금인 사실을 고려할 때(허식, 

2003; 금재호, 2004), 고학력에 기반한 전문직일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생산성 차이에 기반하

고 차별의 비중이 감소하는바(서병선･임찬영, 2002; 임정준, 2010) 남성대비 여성의 교육률

이 높을수록 성별임금격차는 완화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1인당 GDP는 국가의 인구 대비 경제 규모를 의미하며,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

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주요한 

자원 중 하나로 인식된다(Mckinsey, 2001; 김우영, 2003). 이에 1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것

은 여성의 임금 상승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실업률 변수는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르면(Bellante & Jackson, 1983; Borjas, 

1996), 경제 침체기에 남성 대비 인적 자본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은 남성부양자 및 

가족임금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된다(조우현, 1998). 이에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노동조합 가입률, 여성대표성 비율, 여성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6.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을수록,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위 5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률의 경우, 남녀 간 인적자본의 저량 비교가 가능하고, 노조가입률과 여

성 대표성 비율은 사회적 측면을, 1인당 GDP와 실업률은 경제적 측면을 통제 가능하다. 

8)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 동일노동-동일임금 관련법 준수를 촉구하고, 표준화･균등화된 임금 시스템을 도

입하는 등 현장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Doiron & Riddle, 1994; 정혜선, 1996; Card, 2001; 
김영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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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자료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성별임금격차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국가별 시계열 자

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대상 국가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발달

한 OECD 회원국 중 독립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

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휴가정책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

제 한국의 휴가정책 발전과정을 토대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분석 기간의 범위는 1980년부

터 2005년까지 총 26년이다. 이 기간은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는 시기9)인 동시에 자료의 가용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국가가 16개국으로 비교적 많고, 시간 범위도 26년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변수별 자료의 가용성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

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용된 자료

의 구체적인 출처와 변수별 조작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남녀 임금격차는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로 조작하였고, Gauthier 

등(2003)이 수집한 Comparative Maternity, Parental and Childcare Leave Database(version2)10)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16개국의 제조업 남녀 평균 시급(Hour wage)11)을 변수

화한 것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자료가 1999년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이후 2005년까지는 ILO12) 자료에 기초하였다.

노동시장의 남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휴가정책, 보육재정지원정책, 전체 노동시간 정책 및 조세정책으로 구분하

9)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980년대 이전부터 일-가족 양립을 위한 노

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탈리아는 1912년에 최초의 출산휴가를 도입하였고, 노르웨이의 경우, 10 주간

의 출산휴가를 도입한 시기가 1956년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였다(http://www.childpolicyintl.org, 참고). 

10) http://soci.ucalgary.ca/fypp/research-projects/family-policy/databases 

11) Gauthier 데이터베이스 중 성별임금격차변수는 ILO 데이터를 기본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1999년까지

는 Gauthier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데이터는 ILO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계산하였

다. ILO 데이터는 제조업 평균 시급을 바탕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도 이에 

바탕한다.

12) http://laborsta.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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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휴가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모성휴가와 부모휴가의 기간과 급여로 구분하였다. 

모성휴가와 부모휴가의 기간은 정책적으로 보장된 주(week)를 기본단위로 하고, 급여는 제조

업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보상 급여 비율로 조작하였다. 휴가정책의 기간과 급여 역시 

Gauthier 등(2003)의 Comparative Maternity, Parental and Childcare Leave Database(version2)를 

사용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의 ‘아동 가족 정책 연구

소(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에서 제공하는 ‘The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13)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보육재정은 보육

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공공지출 수준으로 조작하여,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GDP 대비 Family- Daycare 지출을 변수로 사용하였다.14) 조세정책 중 과세단위의 경우, 독신

가구에 부과된 소득세 대비 자녀 둘을 가진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에 부과된 소득세의 비율로 

측정되는 가족조세비율(family tax benefit ratio)을 활용하였다.15) 즉, 독신가구 대비 유자녀 

가구의 소득세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의 과세 방식은 개별과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해 OECD Taxdatabase를 사용하였다.16) 마지막으로 전체 노동시간은 국가별 

연 평균 노동시간으로 조작하였으며,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17)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여성 대표성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로 정의되고, 

Huber 등(2004)이 구현한 Comparative welfare State database18)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

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노동자 중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로 정의되며, OECD 자료를 사

용하였다.19) 여성 교육률은 남성대비 여성의 대졸비율로 표시되며, UNESCO와 UN의 자료

를 비교하여 사용하였다.20) 실업률은 전체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정의되고, 

13) http://www.childpolicyintl.org/ 

1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중 Family 영역에는 아동 수당 

및 아동공제, 아동양육 지원, 휴가급여지원, 한부모 지원에 대한 비용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지원(daycare/ home - helpservices) 항목 데이터를 보육재정지원에 대한 대리변

수로 사용하였고, 이 항목은 유아의 보육서비스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을 수치화 한 것이다

(Adema & Ladaique, 2009). 

15) 조세제도의 특성을 변수화하기 위해서는 과세단위를 비교하거나 각국의 소득세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세단위는 연속변수로 측정할 수 없고, 각국의 소득세 제도는 국가마다 그 구조

와 운영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변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가족

조세비율을 과세단위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16) www.oecd.org/ctp/taxdatabase

17) http://stats.oecd.org

18) http://www.lisproject.org/publications/welfaredata/welfareaccess.html

19) http://stats.oecd.org

20) 여성 교육률의 경우, UNESCO와 UN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모두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두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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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과 1인당 GDP 모두 OECD 자료를 사용하였다.21)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16개 OECD 회원국에 대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6년 간의 자료를 결합시

킨 패널데이터를 사용한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를 횡단으로 확장한 형태로, 종적･횡
적 변이를 모두 포착할 수 있고, 사례를 년도와 그룹 수만큼 증가시켜 독립변수의 수가 많

아도 분석을 가능케 한다(Sayrs, 1989; Federico, 2002). 특히 시간변화에 따른 변이가 크지 

않는 제도연구에 적합하다(Federico, 2002; 류연규, 2005).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널데이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횡단자료

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종단자료의 자기상관(auto correlation),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이 나타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시계열 자료의 특성 상 존재할 수 있는 오차항

의 자기상관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모형이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검

증해야한다. 

실제 본 연구의 자료특성을 확인한 결과, 선형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는 이분산성, 

자기상관, 동시상관의 문제가 나타나며,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22) 먼저 이

분산성과 동시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eck & Katz(1995)가 제안한 패널교정표준오차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이하 PCSE) 모델을 사용하도록 한다. PCSE 모델은 표준오차 

계산 시 패널의 이분산성과 동시상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데이터가 가지는 선형성 

위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Panel-Specific Ar(1) 

옵션을 사용하고(민인식･최필선, 2009), 고정효과 교정을 위해서 연도더미를 투입한다.

Ⅳ. 분석 및 논의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성별임금격차의 특성

일-가족 양립지원정책과 성별임금격차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5

비교 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21) http://stats.oecd.org 

22) 국가 간 이분산성 및 동시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정된 Wald Test(p<0.000)와 Breusch- Pagan
이 제시한 LM(Lagrange Multiplier:p<0.00) 검증을 시행하였다. 또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Woodridge 
Test(p<0.00)를 시행하였고, Hausman Test(p<0.00)를 통해 고정효과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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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분석을 시행하였다. OECD 국가들이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개

입이 시작된 시기가 1980년 전후라면,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양상은 1990년 이후

이기 때문이다.23) OECD 16개국의 전반적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변수(단위) 평균
최소값

(국가, 년도)
최대값

(국가, 년도)

모성휴가기간(주) 15.339
0

(뉴질랜드, 2001)
52

(영국, 2003년 이후)

모성휴가급여(%) 65.135%
0

(한국, 뉴질랜드-2000)

100%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2000년 

이후, 한국- 2001년 이후)

부모휴가기간(주) 39.182
10

(캐나다, 2000)
156

(프랑스, 2005)

부모휴가급여(%) 33.25%
0

(미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무급)

100%
(노르웨이-2000년 이후)

보육재정지원(%) 0.699
0.085

(한국, 2000)
1.731%

(덴마크, 2003)

노동시간(시간/1년) 1713.391
1348

(네덜란드, 2002)
2519.74

(한국, 2000)

가족과세비율(%) 70.948
9.000

(미국, 2003)

100.00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 2000년 이후)

<표 1>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특성

먼저, 모성휴가 기간은 평균 15주이고, 부모휴가는 평균 39주로 나타났다. 부모휴가의 경

우, 국가마다 편차가 커서 캐나다가 10주로 가장 짧고,24) 프랑스가 156주로 가장 길다. 한국

은 출산휴가 이후 약 36주간의 부모휴가를 제공하는데 남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25) 모성휴가 급여는 제조업 평균 임금의 65%를, 부모휴

23) 예를 들어 1990년 들어 오스트레일리아(1993년), 덴마크(1992년), 네덜란드(1990년), 영국(1999년), 미
국(1993년) 등에 부모휴가 등의 제도화가 본격화 되었고, 1990년대 후반 들어 전통적으로 보육재정

의 비중이 높았던 나라는 물론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육재정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OECD, 2007a). 

24) 캐나다의 경우 부모휴가와 다르게 출산과 상관없이 자녀양육휴가(childcare leave)를 따로 두는데, 부
모휴가는 10주인 반면 자녀양육휴가는 35주로 더 길게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사

용하는 부모휴가에 초점을 둔만큼 캐나다의 자녀양육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분석한다. 

25) 한국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률은 2005년 1.7%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홍승아 외,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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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는 평균 33%를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100%의 급여를 제공한

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과 입양에 맞추어 2주간의 부성휴가가 가능하고 1993년 이후 4주

간의 Daddy Quota도 정책화하였다(윤홍식, 2006b). 이러한 노력들이 남성대비 여성 임금 수

준이 89%, 노동시장 참여율 92%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국가별 보육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0.699%로, 분석대상 국가 중 덴마크가 

1.731%(2003년)로 가장 높고, 한국이 0.085%(2000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

(1.68%), 스웨덴(1.50%), 프랑스(1.18%), 핀란드(0.95%), 네덜란드(0.89%) 등 유럽 국가의 지원 

비율이 높아, 돌봄의 사회화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한편,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1,713시간으로, 한국이 가장 길고 네덜란드가 가장 짧다. 한

국은 1983년 2,922시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

장 긴 노동시간을 보인다. 한국의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 일-가족 양립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OECD, 2007a; Won, 2012). 

마지막으로 가족과세비율은 평균 70.95%로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 가족의 세제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제도 내에 일가족 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동시장 

정책 등 정부의 재정정책과 더불어 거시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바(홍승

아 외, 2008b)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한 여성의 원활한 노동참여 지원 및 장기적인 여성

의 평균 임금 성장에도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국가 별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79%이나, 

국가 간 성별임금격차의 변이는 다양하다. 스웨덴은 1980년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 대비 

90%, 2005년 91%로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30년대 

복지개혁을 시작으로 유자녀 여성을 위한 모성정책과 공사영역 간 균형유지를 위한 지원정

책이 발달하면서, 1980년대부터 노동시장에서 가장 평등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Sainsbury, 

1999a).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임금 

평등성 역시 스웨덴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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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 별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반면 전통적으로 가족지향주의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하고, 여성을 양육보호자로 

규정하는 특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원숙연, 2005; 윤홍식, 2006b), 1980년 기준 

OECD 분석대상 국가 중 남성 대비 여성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로 나타났다(일본 

48%, 한국 45%). 특히 일본은 1980년에 비해 2005년 69%로 성별임금격차가 상당히 완화되

는데 반해, 한국은 2000년도에도 56%로 머물러 연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본 자료가 제조업 기준 평균 임금임을 고려할 때 여성 집중도가 높고 저임금직

종이 포진되어 있는 서비스업종 등 다른 산업을 포함할 경우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이

성균･김영미, 2010).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첫째,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이 소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경우, 남성대비 여성임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과 같은 사

회민주주의 국가와 일본, 한국과 같은 가족주의적 모형의 중간에 위치하는 양상으로, 시장

에 대한 높은 신뢰와 국가개입의 최소화라는 이념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사한 맥락에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적극성과 남성대비 여성임금 비율이 연

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노르웨이나 스웨덴

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임금의 성별격차가 적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가족 양립지원이 

비교적 약한 국가의 성별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일

-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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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영향력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

음 <표 2>와 같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구성요소 중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휴가 기간(+)과 보육재정지원(+), 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모성휴가 기간 

및 급여, 부모휴가 급여와 가족과세 비율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는 몇 가지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중 성별임금격차완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

휴가 기간으로 나타났다. 부모휴가 기간이 증가할수록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이 높아진

다는 것은 기존의 관련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Pylkkanen & Smith, 2003: Ruhm & 

Taegue, 1997: Waldfogel, 1997, 1998: 이규용 외, 2004; 이진경･옥선화, 2009; 윤성호, 2009). 

적절한 기간의 부모휴가가 주어진다면, 노동자 특히, 여성들이 자녀 양육 초기에 직접 돌봄

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후 성공적으로 기존 직장에 재진입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줄이고, 훈련된 인적자본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여성 임금을 견인하는 긍정적 결과를 담보

하기 때문이다. 

변수 표준회귀계수 표준오차 Z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모성휴가기간 -0.00279 0.001844 -1.51
모성휴가급여 -0.00147 0.003002 -0.49
부모휴가기간  0.01542*** 0.00379 4.07
부모휴가급여 -0.00349 0.003705 -0.94
보육재정지원  0.01369** 0.004398 3.11
가족과세비율  0.00385 0.002643 1.46
노동시간  -0.01491*** 0.003129 -4.77

사회･경제적 요인

1인당 GDP  0.02931*** 0.006771 4.33
여성대표비율  0.01296** 0.00488 2.66
실업률  0.00197 0.002315 0.85
노동조합가입률  0.02737*** 0.005027 5.45
교육률  0.02256*** 0.004152 5.43

R2 0.9266
사례수 416
P-value 0.0000

Wald Chi 221.76 
• †p<0.1, *p<0.05, **p<0.01, ***p<0.001
- 이분산성, 동시상관, 자기 상관을 고려한 PCSE 모델임.

<표 2>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에 대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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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모휴가의 급여와 모성휴가의 급여 및 기간 모두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에 미

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급여는 노동을 쉬는 동안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

에서 휴가 사용률을 높여 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 부담 사이 강제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고 기대하였으나, 부모휴가의 경우 그 소득 대체률이 평균 33% 정도이

고, 휴가 자체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실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모성휴가의 급여와 기간의 경우, 모성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국가 간 변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차별성이 낮을 수 있다. 실제로 분석 대상 국가 중 오스트레일리

아와 미국과 같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법정유급모성휴가가 

시행되고 있다(OECD, 2007a). 결국, 모성휴가의 경우 국가 간 편차가 거의 없이 균등한 속

성을 가지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보육재정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과 관련한 국가의 재정적 지출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내 젠더 평등을 제고한다는 기존연구를 재확인한다(Gustafsson, 1995; 

Barrow, 1999; Jaumotte, 2003; Mandel & Semyonov, 2005; 류연규, 2009). 보육재정지원을 통

해서 돌봄의 개인책임을 국가로 일정 부분 이전함으로써, 돌봄의 탈가족화를 촉진함과 동시

에 돌봄 노동을 둘러싼 성별 분업구조를 약화시켜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가속화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부모휴가가 노동자에게 직접 돌봄을 보장하는 장치라면, 보육재정지원의 영

향력은 직접 돌봄 이후 국가가 신뢰할만한 대체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보편적이고 실질적이다. 이에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부모휴가 

정책과 보육재정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전체 노동시간의 감소 역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써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전체 노동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 시간이 돌봄을 위

한 시간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돌봄 노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는 경력단절 없이 노동을 이어가고 직업훈련이나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

건이 형성되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Gornick & Meyer, 2003: Gornick & 

Heron, 2006: 윤홍식, 2006; 홍승아 외, 2008a).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전체 노동시간이 줄

어들 경우, 남성의 평균 임금수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러한 자연감소로 인해 남녀 간

의 임금차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

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정책의 경우, 과세단위가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쳐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예측한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기존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들이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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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기혼 여성 임금에 유리한 정책임을 보여주지만(Stotsky, 1996; Sainsbury, 1999b), 실제 

과세단위의 문제가 미혼 여성에게는 소득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 전체의 소

득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 영향이 전반적인 남성대비 여성의 임

금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영향력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인당 

GDP, 여성대표성 비율, 노동조합 가입률, 교육률 변수가 모두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표성 비율의 확대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으

로 여성친화적 정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Huber et al,, 2004; 김영미, 2007), 이는 남녀 간 

임금불균형구조를 개선하는데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 

가입률의 영향력 또한 자연스럽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집합적인 목소

리를 낼 수 있고, 이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여성의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증을 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Hirsch & Schumacher, 1998; 황

덕순, 2005; 조동훈･조준모, 2009; 정한나･이태, 2011). 남성 대비 여성의 대졸비율로 측정된 

교육률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 시장 내에서 임

금을 견인하고 있고, 고학력으로 갈수록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감소함을 고려할 때(Jacobsen, 

1998) 남성대비 여성의 교육율과 임금비율이 정(+)의 관계를 가짐은 자연스럽다.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 5>은 지지되었다. 

한편,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산업이 고도화되어 여성인력의 중요

성이 확대되면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실업률 변

수는 그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제 구조가 악화되면 인적자본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여성들에게 1차적 불이익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 불황 상태

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 지위, 임금 수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가설 6>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여성이 직면하는 차별적 현실, 그 중

에서도 임금의 성별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돌봄’을 둘러싼 책임의 성별격차와 이로 인해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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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돌봄 부담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되

고,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모성으로 인한 노동시장 주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성별임금격차

를 통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OECD 16개 국가의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발달정도(휴가정책, 보육재정정책, 조세정책 및 노동시간 정책 등)를 살펴보았고, 

정책 요소들이 성별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제를 발견하였다. 첫째, 부모휴가기간이 성별임금격차를 완

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먼저, 부모휴가는 주로 영아

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의 부담은 아이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여성의 노동경력 지속을 위해서는 영아기에 고용 지위를 유지하면

서 직접 돌봄을 제공할 기회를 주는 휴가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결국, 보육부담이 가장 

높은 영아기 아동을 가진 노동자(특히 여성)에게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퇴진

을 막고, 경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이는 임금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둘째, 부모휴가는 남녀 모두가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에게 개별적으로 부모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휴가의 활용은 여성(모)이 압

도적이다.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부모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공직 영역에서조차 2009년 부모

휴가 신청자 중 여성이 94.8%, 남성이 5.2%로 나타나(행정안전통계연보, 2009). 부모역할의 

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숙연･이동선, 2012). 결국, 부모휴가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돌봄의 부담을 남녀

가 공유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결과는 여성만을 대상하는 하는 모성휴가(모성휴가 기간 및 급여 

포함)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부모휴가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경향성은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원숙연･이동선, 2012). 모성휴가는 그 자체로 필

수적이고 보편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의도하지 않고, 여성(모)

에게만 제공되는 휴가가 오히려 여성을 더욱더 주변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적 개입이 갖는 한계를 

재확인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정체성을 노동자가 아닌 어머니로 규정하고, 1차 양육자의 

신분으로 부수적 노동참여를 전제한다면 이는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던 여성의 돌봄 책임을 사회가 

그리고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역설적이게도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가 많고, 포괄하는 시간적 범위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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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을 달리하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든 변수

가 동일한 단위로 계량화가능하지 않은 자료의 가용성 문제 또한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

적 제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위로 계량화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본 연구가 갖는 한계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각 국가의 정책적 속성이 등가로 처리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사례 중심의 분석이 추가될 때 국가 간 

차이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

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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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terminants of the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A Focu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Dongsun Lee and Sook-yeon W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emale workforce is one of the keys to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women have been suffering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discrimination in recruitment, promotion, training, and compensation in the labour 
market. Governments have taken diverse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meliorate 
gender discrimination. This study focuse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WFR) polic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n the gender wage gap in OECD countries. The analysis applied a pooled 
time-series data set covering 16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1980-2005.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id parental leave for fathers as well as mothers, 
fiscal support for childcare, and working time policy all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mitigation of the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policies only for women like maternity leav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at is mainly because the policies for women may only view women as mothers 
rather than as workers. In a similar vein, the issu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to be a matter for both women and men. Otherwise, it hurts rather than helps the 
gender wage gap. Finally, variables like empowerment of women (ratio of female 
legislators, education level of women, union mobilization density) are effective at 
decreasing the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The implications for gender 
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as well as in the family are discussed in depth.

【Keywords: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empowerment of Women, Pooled time-series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