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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의 미래를 망하는데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슈로는 출산  고령화가 있다. 세계 최고 수 의 출산율과 

세계최고 수 의 고령화 속도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를 짊어져야 할 

은 세 들이 부족하고 결국 국가 경제 으로도 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

한 노동력 부족이 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단기 으로 정

년연장 등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반면 출산 책으로 무

료육아 보육 등 다각 인 정책을 추진 이다. 

특히, 정부는 단기 인 출산율 제고를 한 재정지원 이외에 장기 으

로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

립 정책 하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국가의 출산 문제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은 직장인들만을 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

의  다른 구성원인 기업을 포함하여 국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 인 정책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

는 도입 5년째를 맞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 을 

도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직장인

-정부 간 연계를 통해 찾고자 노력하 다. 특히 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은 직장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 주에게 을 맞추어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윤리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 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



는 요인을 찾아 직장인들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을 통해 출산의지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은 직장인들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해서는 정

부의 직 인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보내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 련 연구에서 본 연구는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향후 연구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는 이철선 연구 원 책임 하에 권소일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

어졌으며 연구진은 연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

원의 김태홍 박사님과 숙명여  김혜  교수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린다. 

한 원고를 읽고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본 연구원의 신윤정 연구 원

님과 박종서 부연구 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외 분석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 IBM Consulting의 정윤호 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

를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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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amily-Friendly Company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family-friendly company by analyzing performances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have established research method which is 

consist of 4 steps. 

First, we identified problems of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performance of the system during 4 years. As 

a second step, we are searched the attractive point by companies  

which is competitive factors in management, such as concept of 

GWP(Great Work Place), employment stability and low birth rate,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Next,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with GWP, family-friendly culture, employment 

stability, and low birth rate, we conducted survey to companies 

known as having family-friendly and work-friendly policies. 24 

family-friendly companies and 6 work-friendly compan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cluding 702 people who were working 

at the companies. Therefor We analyzed the result of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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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l path analy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specially, 

GWP was confirmed as a major factor to have a relation with 

developing family-friendly culture, and higher employment stability 

and birth r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suggested 5 

policy implications(issues/agenda) to encourag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 which were corporate linkages, strategic 

marketing communication systems, certification indicators to stimulate 

fertility rate, advantages for small business, and developing indirect 

incentives for company.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산아정책의 실패로 1980년 (2명)이

후 격히 감소하더니 2010년에 1.22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 해소를 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과 사회  측면에서 가정을 

지원한다는 아래 가족친화인증제도를 2008년 도입하 다. 그러나 

도입 5년째를 맞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가 2011년 기  160여개에 

지나지 않고, 인증기업도 기업에 치 되는 등 성과측면은 미흡한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제도운

상의 문제 을 보완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산시키기 한 정책  과

제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미미한 확산 속

도를 고려해 제도운 의 주체인 정부측면보다는 수요자인 기업의 경 주 

측면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안을 탐색하고 하 다. 이와 

같은 은 여성 심기업으로 운 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한계  보완을 해 남성 심의 기업에서도 범용화 될 수 있는 방안 모

색과 기업 비 부족한 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달성을 해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 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도입 5년째를 맞는  가족친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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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양  측면과 질  측면을 고려한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

을 도출하 다. 2단계에서는 문제  보완을 한 안모색으로 기업 

경쟁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GWP개념과 고용안정성, 출산과의 

계를 검토하 다. 3단계에서는 안검증 부분으로 GWP와 가족친화문화 

형성, 그리고 고용안정성  출산과의 계검증을 해 가족친화기업

과 일하기 좋은 기업을 상으로 설문조사 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인과

계를 검토하 다. 4단계에서는 연구모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

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산과 제도상의 지표설정  방식, 기업지원과 

련해 5  정책과제를 제시하 다.

 

Ⅱ.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2007. 12 제정)」에 의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으로 운

하는 기업들에 하여 2008년부터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로써 주 부처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이다.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로그램은 본인·가족 건강, 결혼·출산·양육, 근무환경 유연성·여가생활,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총 4개 범주 9개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증평가는 가족친화기업의 인 라와 련된 공통요건(30 ), 실행 로

그램(60 ), 가족친화경 만족도(10 )에 해 심사 후 인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문제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확산 속도측면

에서 2011년 기  인증기업의 수는 157개사로 확산모형 상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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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확산 속도가 미흡하다. 둘째는 인

증기업의 특성측면에서 소비재 심이거나 300인 이상 기업들로 구성되

어 간재 생산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상 으로 부족하다. 셋째는 기

업측면에서 가정친화인증제도 도입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에 해 여 히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이다. 넷째, 로그램 측면에서 

가족친화 로그램이 여성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성 직장인들에 

한 효과성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이다. 다섯째 기업 인센티  측면에

서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유인 건 한 조직문화 형성과 기업이

미지 제고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 여섯째, 지표 측정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정책상 목  의 하나인 출산 감소를 측정할 수 

있는 출산율 등 지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시스템 측면

에서 2012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사후 리 시스템의 안정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형성을 한 안으로 기업

의 조직문화 신개념인 GWP(‘일하기 좋은 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하

다. 이는 성과 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 인 기업참여 없이는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정부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는 단 때문이었다. 

GWP란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게 일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의 신개념으로 미국의 로버트 

버링 박사가 20년간 기업 장 연구를 통해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이

는 기업들의 문화  특성을 정립한 개념이다. 미국의 시사 문지인 포

천지가 매년 100  기업을 선정·발표하면서 해당기업의 GWP가 선진기

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구 , 마이크로소 트, 웨그먼

스푸드마켓, 지넨텍, 보스턴컨설  등 IT, 소매유통, 바이오, 경 컨설  

등 업계 선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GWP의 핵심요소는 구성원 간 

신뢰와 자신의 업무·업 ·회사에 한 자부심, 업무에 한 재미 등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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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범주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WP를 한국에 용하기 한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GWP에 한 연구들은 GWP의 형성원인과 결

과변수에 한 연구와 한국기업에 용하는 방안 한 연구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과 계에 한 연구로는 가족친화제도, 직무

몰입  만족도, 기업문화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  인식과 GWP간의 

인과 계에 한 연구들(이주연(2010), 김 미 외(2010), 최윤식(2011))

이 있으며, 용방안에 한 연구들은 세청 등 공공기 에 필요한 

GWP 로그램  기 을 마련하는 연구와 미국 일하기 좋은 기업 3개

사의 성공요인 도출을 한 연구(이선우 외(2010), 노용진(2011))가 진

행되었다. 도입 황을 살펴보면 과거 민간컨설  기업을 심으로 이루

어져 왔지만 최근에 들어 정부정책 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의 경우 2010년부터 청년실업 완화를 해 지역의 ‘일자리 좋은 기업’

과 우수한 청년인재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신개념인 GWP가 고용안정성과 가족

친화문화를 강화시켜 직장인의 출산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아래 다

음과 같이 3가지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성

하 다. 그 첫째는 신뢰와 자부심, 재미로 구성된 GWP가 강할수록 일

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율 인 가족친화문화가 형성되어 직장인들

의 출산의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경로 고, 둘째는 조직 내 GWP가 강할

수록 고용안정성을 강화시켜 기업 내 청년 직장인들의 고용에 한 불

안감이 감소하면서 결혼과 자녀출산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로 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친화문화가 강할수록 직장인들은 기업에 한 충성

도가 강화되어 이직의도가 감소됨과 동시에 고용에 한 안정감으로 인

해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경로 다. 그리고 설정된 연구모형 검증

을 해 4개 개념변수에 해 기존 측정도구들을 이용해 설문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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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가족친화인증기업 24개사와 지경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 6개사의 

2~30  미혼·기혼 직장인 각각 10~50명 씩 총 702명을 자기기입식 설

문방식으로 조사하 다. 조사과정은 섭외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 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황을 검토한 후 9월 17

일~10월 12일까지 4주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진

행되었다. 

분석결과, 체 상의 경로분석에서는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GWP가 가족친화문화형성과 고용안정성, 고출산에 미치는 주요변

수임이 검증되었다. 두 번째로 세부별 경로분석에서는 고용안정성에 

한 향력은 부분 검증되었지만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에 미치는 경로

는 세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 다. 따라서 그 원인을 악하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 는데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

하지 않았던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심 업무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상사·동료들의 치로 인해 가족친화제도 이용횟수가 기 때문

이었다.

Ⅲ.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본고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을 

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기업들이 기

업과 공공기업 심, 업종측면에서 소비재 심으로 편 되어 있다는 한

계  보완을 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양  확산과 시 지 창출을 해 

지식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사업과 연계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홍보가 인증기업  인증 희망기업에 한해 인터넷 심

으로 이루어지는 등 소하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국민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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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마  커뮤니 이션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인증지표상에 

제도도입의 의사결정자인 기업의 경 주와 출산 정책의 실행자인 정부

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락되어 있다는 에서 기업 경 주에게

는 경쟁력 측정을, 정부에게는 출산 감소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를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내 가족친

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어도 출산과 련된  2~30 의 미혼  기혼 직

장인들은 업무과 과  심의 업무방식으로 인한 동료와 상사들의 

치 등으로 로그램 활용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은 직장인들이 많은 

IT 등 벤처기업과 신생 소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산 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부의 가

족친화인증기업에 한 인센티 방안이 확 되었으나 제도도입을 추진한 

기업들의 목 에 부합하는 인센티 가 부족함으로 기업들에게 조직문화 

진단 등의 경 컨설 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저출산, 가족친화인증제도, GWP, 기업문화, 고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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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로 낮은 수 이다. 그 원인은 1980년  산

아제한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

을 것으로 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 까지 3명을 

유지했지만 출산에 따른 문제인식이 늦어짐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의 

변화를 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198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명으로 격히 감소하더

니 2000년  IMF 외환 기를 겪으면서 1.5명 이하로 내려앉았고 2010

년에는 1.22명에 이르 다.  

이러한 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건 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한국 경제

의 총체  측면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경우, 

OECD 경제 망보고서(2010)는 2010~201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회

원국  가장 높은 4.0%를 유지했지만, 2012~2025년이 되면 출산으

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4%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망하 다. 한 재

정건 성에서는 인구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세수문제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기업은 기존의 질 높은 노동력 신 

해외 근로자의 고용을 극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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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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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합계출산율

〔그림 1-1〕한국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1970~2010) 

 자료: 통계청(2010), 합계출산율 추이.

 

이와 련하여 국민의 출산 문제 해결을 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과 기업의 가족친화경 의 도입이다.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은 세계 인 동조 상인 맞벌이 가구들의 자녀 양

육의 시간 부족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한 정책으로 그 상은 가

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를 상으로 한다(여성정책연구원, 2008). 특

히 남성 심형 생계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가정 문화로서는 맞벌이 

가구 여성들의 자녀 양육을 한 시간 확보와 경제  지원이 출산과 

직  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한 방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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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하 고 사회 으로는 유연근무제의 도

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구주연령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맞벌이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합계 507 100(43.6) 합계 507 100.0(43.6)

15~29세  10 2.0(39.2) 1인  14 2.8(33.3)

30~39세  94 18.6(41.1) 2인 123 24.2(38.8)

40~49세 178 35.2(52.1) 3인 138 27.2(43.5)

50~59세 146 28.8(49.7) 4인 174 34.4(47.0)

60세 이상  78 15.4(28.9) 5인 이상  58 11.3(50.4)

〈표 1-1〉한국의 맞벌이 가구 증가 추이

(단위: 만가구, %)

  주: (  )의 비율은 유배우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구성비를 나타낸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2011), 재구성

  

두 번째 가족친화제도는 사회가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존 하고 지원

해야한다는 것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정책의 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정책의 범 도 직장과 지역사회를 포 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

립 정책이 출산의 상인 맞벌이 가구 자체의 자녀 양육에 한 시간 

확보  경제  지원에 맞추어 있다면 가족친화제도는 이들 가정이 시

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경제  근무환경을 확보하는데 이 맞

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2007. 12 

제정)」에 근거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맞은 지 5년째인 2012년까지 앙부처·지자체·공

기업 등 공공기 과 기업, 소기업을 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약 160

개사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95개사는 기존 평가 제도를 수정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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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한 2011년에 선정되었다. 한 선정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업

종과 종사 임직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 인 평가를 통해 소비재 

 여성 심 기업만이 집 되는 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심으로 제도 운

상의 문제 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한 향후 정책  과제로서 가

족친화 인증제도의 확산과 가족친화인증제도상의 지표설정  방식, 

그리고 기업지원제도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제도운 의 주체인 정부측면보다는 수요자인 기업의 경 주 측면에서 가

족친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의 

확산속도가 늦은 원인이 기업의 경 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효익이 

기 때문인 것으로 단했기 때문이다. 한 가족친화문화의 확산이 기존

의 여성 심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남성 심 

기업에서도 범용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친

화인증제도가 보육시간 확 를 한 여성 심 기업의 확산을 넘어 남성 

심 인 기업에서도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 으로 도움을 주고

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이 부족한 

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기업과 공공기업에 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크게 4단계로 연구를 진행

하 다. 1단계에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도입 5년을 맞이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문제 을 도출하 다. 성과 검에

서는 제도의 양 성장과 더불어 사례분석 등 질  검도 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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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성과 검에서 도출된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 다. 기존연구들이 제도운 의 주체인 정부의 에서 이루어졌

다는 단아래 수혜자인 기업의 의사결정자인 기업의 경 자가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 활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의 경쟁력 차원인 

기업의 조직문화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기업의 경 주 측면에서는 가족

친화제도가 경 주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

으로 날로 치열해 지는 로벌 경쟁시 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가족친화

경 이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하기 함이었다. 한 기업문화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남성 근로자 측면에서 제도 활용에 

정 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가족친화제도가 남녀 직장

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한 제도이지만 실행 로그램 등  

제도내용은 보육시간 확보를 한 여성 심 로그램으로 구축되어 있

기 때문에 남성 직장인들이 로그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업무방식이 이나 부서단 의 집단 업무체

제를 취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 직장인들이 유연

근무제 등 로그램 이용 시 동료들이나 상사로부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 내 근무환경이 성과 심

의 경쟁문화가 강한 만큼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 직장인들이 조직을 고

려치 않고 개인의 가치 을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은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에서 고용안정성

과 출산의 계를 악하는데 을 두었다. 실지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청년들에게 가장 부각되고 있는 험요소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에 한 문제이다. 이는 20~30  청년들로 하여  결혼 연기를 

진시키고 결혼을 하다라도 자녀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단계는 앞서 모색한 안의 검증 부분에 해당한다. 이를 해 본 연

구에서는 기업경 주들의 매력도 향상과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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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안정성 확보의 안으로 조직문화 신기법

인 GWP(일하기 좋은 기업) 개념을 도입하여 각 개념을 연계하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사담당자를 상으로 FGI

를 실시하고, 해당기업 20~30  청년층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넷째 부분인 향후과제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도출된 시사

을 기반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

산과 제도상의 지표설정  방식, 기업지원과 련하여 5  정책  과제

를 제시하 다.

〔그림 1-2〕 연구내용과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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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관과 성과점검과 문제점

제1절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관

  1.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개념과 평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 으로 운 하는 기업 등에 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

원하기 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2007. 12 

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해 오다가 2010년부터는 여

성가족부가 주 하고 있는 제도이다. 

연도 주요 연혁

2007.12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6 -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8.12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14개사 선정

2009.11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20개사 선정

2010.11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31개사 선정

2011.11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95개사 선정

〈표 2-1〉가족친화인증제도의 연혁

자료: 여성가족부(2012), http://ffm.mogef.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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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세부항목

근로자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상담제도, 상담실 운영,  부부/ 부모교육, 
은퇴지원제도, 의료비 지원 등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법정기준 초과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 축하금, 임신 중 태아검진 

관련 지원  등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보육시설 및 보육비, 보육정보, 자녀교육 프로그램, 자녀학자금 

지원 등

탄력적 근무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직무공유제 등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 원격근무,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워크  등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 간병/가족간호휴직, 가족 간병비 지원, 가족건강검진, 가족의료비 

지원 등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정시퇴근제, 가족초청행사,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

지원, 리프레시 휴가  지원 등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사내커플 지원, 커플 매니징 서비스, 협력 예식장/사내예식장 

지원, 경조금 지원, 경조휴가  등

가족친화 사회공헌
-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임직원 주말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 및 생활정착 프로그램,  등

〈표 2-2〉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프로그램 내용

가족친화제도를 확산시키기 해 운 하고 있는 련 로그램으로는  

총 9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분류해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본인  가족의 건강과 련된 로그램으로 근로자 건강 리  

생애주기별 로그램과 가족 간호  가족 건강 지원이 있다. 둘째는 결

혼과 출산, 양육에 한 경제  지원 로그램으로 결혼 장려  가족 경

조사 지원과 본인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자녀 교육  교육지원이 

존재한다. 셋째는 자녀양육  가족과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제공을 한 

로그램으로 탄력  근무시간과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그리고 

가족 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에 한 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가족친화 사회공헌 로그램이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인증 매뉴얼, http://ffm.mogef.go.kr/docs/ebook/family/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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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을 받기 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인증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기 은 공통 으로 가족친화기업으로서의 공통요건과 실행

로그램, 가족친화경 만족도 3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통요

건은 기업 내 가족친화경 을 한 제도 인 인 라 측면의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공통요건에는 최고 경 층의 리더십과 부서  인력, 산

과 련된 운 시스템, 그리고 교육, 소통채 , 제도 활용의 용이성 등 

가족친화문화로 구성되며 총 수는 30 이다. 한편, 실행 로그램 차원

은 앞서 설명한 가족친화 련 로그램들로서 근로자 본인의 건강 리 

지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자녀교육 양육  교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 기본요소와 탄력  근무시간제도, 재택근무  근무

지 유연성 제공 등 총 5개 세부 로그램 에서 기업의 업종  조직 

특성을 고려해 3개 항목을 선택해 심사를 받는 특화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친화경 에 한 임직원들의 반 인 만족

도를 조사하게 된다. 

다만 기업/공공기 , 그리고 소기업에 따라 공통요건에서 차별성

을 가지는데 기업/공공기 은 공통요건  운 시스템에서 가족친화

련 부서  인력과 운 상황 검에 한 평가가 부가 으로 이루어지

고 소기업과 달리 가족친화문화 련 교육과 소통채 을 더욱 세분해 

평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2010년까지 일정기

을 용하여 등 (S/AA/A)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2010년 여성가족

부가 이화여  경 학과 연구진에게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에 한 연구를 

의뢰한 이후 인증조건 충족 시 인증을 부여하는 순수인증제로 환되었

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가족친화경 에 한 교육과 컨설 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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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요소 세부항목 측정개념 배점

공통

요건

(30)

최고경영층

리더십(10)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층

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운영

시스템

(10)

가족친화관련 

부서 및 인력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업무에 필요한 역할과 책

임(Role & Responsibility)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2

가족친화관련 

예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실제 집행 수준에 관해 평가한다.   3

가족친화관련 

제반규정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의

구비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3

가족친화관련 

운영상황 점검

가족친화경영 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영 상황의 정

기적 점검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2

가족친화 

문화

(10)

가족친화관련 

교육

가족친화적 문화정착 및 가족친화관련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4

가족친화관련 

소통채널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을 위한 전 직원의 의사소통

노력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3

제도 활용의 

용이성

임직원들이 가족친화관련 제도를 차별 없이 접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3

실행

프로

그램

(60)

기본요소

(30)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지원, 상담지원 등 근로

자 본인의 사람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관련 지원프

로그램,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후 프

로그램 등 임직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특화요소

(30)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무의 시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자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등)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재택근무 및 

근무지 유연성 

제공

근무의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등)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
 10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제도, 프로그램(가
족간호 관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노부모 부

양을 위한 지원)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여가 

생활지원

근로자 및 가족에게 재충전을 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리프레쉬 휴가, 휴양

시설 제공 등)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

근로자의 결혼관련 지원(결혼관련 지원금, 예식장 

지원, 사내커플 지원) 및 가족 경조사 지원 프로

그램, 제도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임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 수준에 관

하여 평가한다.
 10

총계 100

〈표 2-3〉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 항목 및 배점(대기업/공공기관)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인증 매뉴얼, http://ffm.mogef.go.kr/docs/ebook/family/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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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요소 세부항목 측정개념 배점

공통

요건

(30)

최고경영층

리더십(10)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운영시스템

(10)

가족친화관련 

예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및 실제 집행 수준에 관해 평가한다.   5

가족친화관련 

제반규정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의 구

비 정도와 제도의 운영수준, 경영시스템화에 관

하여 평가한다.
  5

가족친화 

문화(10)

가족친화관련 

교육 및 소통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 및 가족친화관련 역량강

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정도와 전직원의 소통

노력에 관하여 평가한다.
  6

제도 활용의 

용이성

임직원들이 가족친화관련 제도를 차별 없이 접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장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4

실행

프로

그램

(60)

기본요소

(30)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지원, 상담지원 등 근로

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관련 지원프

로그램,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후 프로

그램 등 임직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실

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특화요소

(30)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무의 시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등)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평가

한다.

 10

재택근무 및 

근무지 유연성 

제공

근무의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

도(자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

로제 등)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제도, 프로그램(가족간

호관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노부모 부양을 

위한 지원)의 실시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여가 생활 

지원

근로자 및 가족에게 재충전을 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리프레쉬 휴가, 휴양

시설 제공 등)의 실시여부에 관해 평가한다.
 10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

근로자의 결혼관련 지원(결혼관련 지원금, 예식

장 지원, 사내커플 지원) 및 가족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제도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10)

임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 수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총계 100

〈표 2-4〉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 : 항목 및 배점(중소기업)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인증 매뉴얼, http://ffm.mogef.go.kr/docs/ebook/family/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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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내용

김태홍 외 

(2001) 

(목적) 금융·유통·식음료업 기업체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파악

(방법) 300개 기업에 대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출산 및 육아휴직(18.0%), 배우자 출산휴가(19.7%), 가족돌봄 

휴가(9.8%), 시차출퇴근제(11.8%), 원격 및 재택근무(1.3%), 
탄력적 근무제(9.5%)로 매우 저조

홍승아 외

(2009)

(목적) 유통업과 IT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실태를 조사

(방법) 
(결과) 출산휴가(73.3%), 육아휴직(49.9%), 부성휴가(46.1%), 가족간호 

휴가(23.6%), 탄력근무제도(21.5%), 원격 및 재택근무(10.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16.3%), 직무대체 제도(24.0%)로 분석

김태홍 외 

(2010) 

(목적) 전국사업체 유연근무제 실태파악 후 외국기업과의 비교

(방법) EU(사업체 일가정양립조사), 미국(유연근로보충조사), 
      일본(텔레워크 실태조사 등), 한국(1차 10,000개 사업체 전화

      조사, 2차 1000개 전화조사) 
(결과) 국내사업체 중 우연근무제 도입 기업은 30.3%, 여성은 단시간 

근로, 선택적 근로, 재량근로를, 남성은 탄력적 근로, 재택근무, 
원격근로 등이 상대적 많았음.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성격은 

상근 근로자와 차별적   

김영옥 외

(2011)

(목적) 기업들의 일가족 양립에 관한 실태 파악

(방법)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를 조사

(결과) 90일 이상 산전후 휴가(51.9%), 배우자 출산휴가(46.3%), 육

아휴직(4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3.5%), 가족간호

휴가제 등(11.4~18.3%), 유연근무제(2.6~12.6%)로 분석

〈표 2-5〉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실태 측면)

  2.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련 연구 

가족친화제도와 련된 국내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에 추진되고 있

는 것으로 악된다. 그 첫째는 국내 사업체나 근로자를 상으로 가족

친화제도의 이용 실태에 한 연구들이다. 

 

김태홍 외(2001)는 융·유통·식음료업 기업체를 상으로 가족친화제

도의 운  실태를 악했고, 홍승아 외(2009)는 유통업과 IT업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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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제도 이용에 한 실태조사를 진행하 다. 한 김태홍 외(2010)은 

국내 사업체 10,000개를 상으로 유연근무제 실태에 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그  1,000개에 한 방문조사를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 이

유와 특성 등을 악하 다. 이외 김용옥 외(2011) 등은 국의 1,000

개 기업체를 상으로 일·가정 양립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이

러한 실태조사들의 특징은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정도를 검토하고 정부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한 정책 반 의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 이 강한 연구들이었다.    

저 자 내 용

송다영 외

(2008) 

(목적) 일·가족양립수준을 개량화한 지수개발로 정착화 대안 모색

(방법) 휴가, 노동시간 등 일·가족양립 정책지수 개발후 OECD 30
개국 비교평가, 직장 등 환경과 직장-가족 간 갈등 등 개인

측면을 고려, 일가족양립 인식지수 개발후 수도권거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가족양립 정책지수는 OECD국가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

      일·가족양립 인식지수는 여성, 30대 가족, 다자녀, 시간제 

      근로자일수록 취약

홍승아 외

(2008)

(목적) EU의 일가족양립정책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

(방법) EU국가의 보육정책에서는 OECD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를, 기업

부분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를 활용

(결과) EU국가의 보육, 휴가 정책은 긍정적이었으나 노동시간단축에

서는 구조적 변화 필요, 기업부분 일·가족양립정책에서는 여

성 고용률과 부모휴가 사용률 등이, 일·생활만족도에서는 파

트타임 비중이 영향

강혜련 외

(2010)

(목적) 기존 가족친화인증제도 문제점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방법) 가족친화제도 평가항목 및 등급 등 인증제도 현황에 대해 

      가족친화인증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진행 

(결과) 평가제도와 관련된 배점 분류체계, 실사내용, 심사프로그램, 
      인증부여기준 등 전반적인 평가제도 개선

〈표 2-6〉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정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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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흐름은 국가측면에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한 지수개발이

나 제도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와 련된 

국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해 시도된 연구들이다. 그 로 송다

 외(2008)는 일가족 양립수 을 직장과 가정측면을 고려하여 개발 한 

후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수 을 

살펴보았고, 홍승아 외(2008)는 EU의 일가족 양립 정책들을 비교분석하

여 시사 을 제시하 다. 한 강혜련 외(2010)는  여성가족부가 진행

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의 평가체계 등 인증평가 상의 문제 을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기업담당자들을 상으로 악한 후 개선 을 

도출하 다. 특히 강혜련 외(2010)의 연구는 20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

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이 인증과정상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요한 기여를 하 다고 단된다.

세 번째 연구흐름은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정 일 뿐 만 아니라 생산성 등 기업의 경 성과

에도 정 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띠고 있다. 이

는 기존의 기업체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기업경쟁력 차원의 투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와 련된 비용요소라는 잘못된 을 바로 잡

기 한 것으로 단된다. 이와 련하여 유규창 외(2007)의 연구에서는 

모성보호제도에 극 인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높다는 

을 제시했고, 김혜원 외(2007)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치가 

잘 된 기업일수록 시장 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민우 외(2008)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조직지원이 근로자의 

조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으며, 김효선 외(2009)등 도 

직장과 가정 간 정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을 유도하여 이직의도를 감

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승아 외(201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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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내 용

유규창 외

(2007)

(목적) 모성보호제도 도입 기업특성 모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 분석

(방법)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자 패널자료(2003)를 이용

(결과) 여성근로자와 기업 간 연결망, 기업규모 등이 증가할수록 제

도 도입에 적극적이며, 제도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1인

당 생산성 高, 이직률은 低

김혜원 외

(2007)

(목적) 기업의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현실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

(방법) 한국노동연구원사업자실태조사 전국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전화 및 팩스조사

(결과) 모성보호조치 도입 시 1인당 생산성과 기업생산성 상승, 일·
가정양립 도입 시 동일한 결과 도출

이민우 외

(2008)

(목적) 가족친화제도의 선행요인과 제도도입이 이직 및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방법)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자료(2005)를 이용

(결과) 여성인력(多), 임금수준(高,) 기업규모(大), 노조(有)에 따라 가

족친화제도 도입율이 높았음,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조직이 종

업원관리에 적극적임을 시사해 이직률을 낮춤

김효선 외

(2009)

(목적) 직장-가정 간 상호작용과 가족친화적 조직지원이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방법) 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력패널조사 2009년 자료를 이용

(결과) 직장-가정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조직몰입을 유도,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관계가 존재, 가족친화

적 조직지원이 여성보다 남성들의 경우 조직몰입을 증가시키

고, 이직의도를 감소하는데 기여  

홍승아 외

(2011) 

(목적) 가족친화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업성과를 실증분석

(방법) 2008년 기준, 코스피 100지수 기업 중 인증기업 6개사와 비

인증기업간의 경영성과를 비교

(결과)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비 인증기업들과 비교해서 수익성, 안

전성, 성장성에서 2008년 이후 우위

〈표 2-7〉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성과) 재구성

가족친화기업의 성장성과 안 성, 수익성 등 경 성과측면에서 일반기업

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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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성가족부(2011)

제2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

1. 확산 속도 : 인증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미흡 

제도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양  성과에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기업 수에서 2011년까지 총 157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그  공공기 이 41%인 65개사, 기업이 27.0%인 

43개사, 그리고 소기업이 31%인 49개사로 나타난다. 인증을 받은 기

업  공공기 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제도도입에 한 항감이 일반기

업보다 상 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공

공기 들이 제도 확산을 해 선도 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이 은 제도 확산에 필요한 신자(Innovator) 역할을 공공기 이 

담당하고 있다는 에서 정 으로 단된다. 

〔그림 2-1〕가족친화 인증기업 추이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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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인증기업의 수가 200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2011년 

상승했다는 이다. 더불어 인증을 받은 기업들  2010년까지 상

으로 양이 었던 소기업의 인증 수가 2011년에 폭 증가했다는 

도 특이한 사실이다. 이는 2008년 사업 기부터 유지되던 가족친화기

업인증제도가 2011년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실 여성가

족부는 2011년부터 인증평가체제를 변경하 다. 기존 배  체계와 분류

체계, 심사내용을 단순화하 고, 동시에 심사 로그램수도 5개에서 3개

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존에는 반 하지 못했던 기업이나 기 의 특

성을 반 하도록 하 다. 한 획득 수에 따라 인증등 을 차별화하던 

방식 신에 인증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인증하는 순수인증제를 도입하

고, 별도로 소기업용 인증심사기 을 용하여 소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는데 턱을 낮추었다.  

〔그림 2-2〕인증제도의 개선 (2011)

자료: 강혜련 외(2010), 가족친화지수 및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기준 개선연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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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M. Rogers(1995), Diffusion of innovation 4th Edition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제도에 한 확산은 아직

도 도입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제도가 시장에 진입해 확산되기 해서는 크게 도입기와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와 쇠퇴기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성공  확

산을 해서는 제도도입의 모집단  어도 16%에 해당하는 신자 

집단(약 2.5%)과 의견 선도자 집단(13.5%)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친

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의 5인 이상 사업체 550,850개사(2011년 

기  5인 이상 기업체 수)를 고려 시 약 13,771개의 신기업들이 요구되

지만 재 가족친화제도 인증기업 수는 0.01% 수 인 157개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가족친화제도와 유사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용할 경우에

도 도입률은 12.9%( 경제연구원, 2010)로 본격 인 성장기 진입과는 

여 히 격차가 있다. 결국 가족친화인증제도에서 인증기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여 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림 2-3〕확산모형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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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비재(전자통신/금융보험/미용/유통/의료/의약/육아/교통운수/제조/식품, 중간재(건설/자재/에너지/화학/ 
철강기계/반도체)

2. 기업 특성 : 인증기업 중 소비재, 300인 이상 기업들이 중심 

가족친화인증기업  공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상으로 해당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기업과 소기업 모두 소비재 심의 기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통신· 융보험·미용의료·육아·

교통운수·제조·식품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총 43개로 체 인증

기업의 7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자재·에 지·화학·철강·기계·반

도체 등 간재는 29.5%인 13개사 다. 이러한 경향은 소기업의 경우 

다소 완화되기는 하 으나 소비재가 간재보다 높은 것은 기업과 동

일하 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은 총 49개 기업  소비재 생산 기업

은 51.0%인 25개사 으며, 간재 기업은 49%인 24개사 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목  의 하나가 소비자로

부터의 기업이미지 상승을 통한 매출증 에 있음을 간 으로 시사 한

다고 하겠다. 

〔그림 2-4〕최종 소비재 유형별 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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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업원 규모(정규직)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분포를 살펴보

면 공공기 을 포함한 157개사  100인 이하 기업은 28개사로 17.8%

에 지나지 않는 반면, 100~300인 이하 기업은 34개사로 21.7%, 300인 

이상은 95개사로 60.5%에 이른다. 이는 유규창 외(2006)와 이민우 외

(2007)연구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가족친화제도의 도입률이 높다는 연

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 은 2010년 기  국내 300인 이상 사업

체 3,291개사 , 약 2.8%인 95개사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5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체 547,559개사  

0.01%인 62개사만이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재 가

족친화기업인증에 있어 300인 이하 소기업들에 한 확산이 미흡하다

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2-5〕종업원 규모별 인증기업 분포

자료: 여성가족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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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주 입장 : 기업경쟁력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

가족친화제도인 유연근무제 도입성과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 인 것으로 악된다. 홍승아 외(2011) 연구

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취업부모) 307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이후 정신 ·시간 ·정신 +시간  여

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78.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성된 여유를 

사용한 방법에서 자녀의 양육·교육과 취미생활에 보낸다고 응답한 여성

은 81.9%, 그리고 남성도 6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직무만족도의 증가,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신체  피로감 감소, 출퇴근에 

따른 시간부담 경감, 이동비용 감소, 업무 효율성의 정 인 변화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유연근무제 후 여유 생성 여부와 여유사용 방법 

6.3% 5.6%7.0%
12.7%

21.1%

46.5%

10.1%

1.0%2.0%

75.8%

4.0%6.1%

자녀양육,
교육

자녀와의
취미생활

나 자신의

취미생활

배우자와의
취미생활

나자신의
교육 및 학업

가사노동

남성

여성

자료: 홍승아 외(2011),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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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에 한 검은 유규창 외

(2007), 김혜원 외(2007)의 연구들을 통해 정 인 것으로 악되었지

만, 기업의 재무성과에 해서는 홍승아 외(2011)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악된다. 홍승아 외(2011) 연구에 의하면 코스피 100에 소속된 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6개사와 일반기업을 분류한 후 업이익률 

등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들을 비교평가 했는데 일반기업보다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경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쉬운 

은 분석 상이 기업 심에서 이루어졌다는 에서 소기업들의 경

성과에 한 검 부분이 부족하다는 과 인증기업들의 경 성과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도입된 2008년도를 기 으로 상승한 것에 해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향을 미쳤겠지만 다른 향 요인에 

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다.

〔그림 2-7〕 일반 기업대비 인증기업의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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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승아 외(2011),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한 기업성과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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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기업들은 가족친화제도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정 인 향에 해서 여 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이철선(2010)은 유연근무제 도입 황을 악하기 하여 기업 인사담

당자들을 상으로 화조사를 실시하 는데 응답자들  55.6%가 유연

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유연근무

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미 도입 이유로  단

 업무방식과 경 자의 필요성 부족을 꼽았다. 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한 과제에 한 질문에서도 업무가치 의 변화와 경 진의 유연근무제

에 한 인식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단위 : %)

구분
전체

300인 

이하

300~

1000인

1000인 

이상

N=124 N=43 N=56 N=25

도입 有 12.9 14.0 8.9 20.0

도입 無 87.1 56.0 91.1 80.0

이유

업무상 팀/부서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 51.9 37.1 54.0 73.7

경영자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0 34.3 22.0 15.8

시간외 근무초래 등 직원관리가 어려워서 18.3 17.1 22.0 15.8

직원평가가 어려워서 3.8 8.6 2.0 0.0

개인주의 기업문화 파급이 우려되어서 1.0 2.9 0.0 0.0

유연근무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 미공감율 55.6 59.5 51.0 60.0

〈표 2-8〉기업의 유연근무제 미 도입 이유

자료: 이철선(2010), 유연근무제 도입영향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사실 재 많은 기업들의 채택하고 있는 근무방식은 개인 심의 업무

진행보다는  는 부서의 공동 력방식이다. 따라서 집단 근무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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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연근무제가 도입 시 생할 수 있는 업무 단 등에 해 기업 인

사 담당자들과 경 진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결국 

유연근무제 도입에 한 기업의 입장변화는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

는 비용 에 한 우려와 더불어  업무방식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반 인 경 성과에 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8〕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과제

자료: 이철선(2010), 유연근무제 도입영향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4. 프로그램 :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여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남성 

직장인들에 대한 효과성은 미지수

국 5인 이상 사업체들의 가족친화 련 제도 도입률을 살펴보면 여

성인력이 상 으로 많은 사업체들의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악된다. 

김 옥 외(2011)는 2009년 국 사업체 조사를 바탕으로 1,000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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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사업체를 상으로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족양립제도, 그리고 유

연근무제 도입 황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기·운

수·통신· 융업, 사업·개인서비스업에서 일가족양립제도와 유연근무제도

입률이 공업이나 건설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1년 경

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여성근로자 비율과 비교해 보면 남성 근로자가 

많은 공업이나 건설업에서 일가족양립제도와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낮

게 나타난다. 

구 분 전체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 

개인·공공 

서비스

일‧

가족

양립

제도

육아휴직제도 40.8 30.6 16.0 36.1 62.0 54.8

가족 돌봄 휴직제도 17.0 13.0 9.3 9.3 32.1 20.9

시차 출퇴근제 18.3 11.6 9.9 21.0 29.9 18.7

연장근로 면제 제한제도 11.4 8.8 5.6 10.7 23.5 8.7

유연

근무

제도

단시간 근로제 9.3 6.0 4.3 11.2 17.1 7.8

시차출퇴근제 8.2 4.6 3.7 12.2 9.6 10.0

탄력적 근로 시간제 10.5 5.6 8.6 21.0 10.7 7.0

재택 근무제 2.6 0.0 3.1 2.0 4.8 3.5

원격근무제 2.9 0.5 3.1 2.0 5.3 3.9

재량근로시간제 3.6 0.9 6.2 4.9 3.2 3.5

보상휴가제 12.6 7.4 10.5 18.5 12.8 13.5

여성 근로자 비율 41.6 31.0 8.9 51.6 25.0 52.5

〈표 2-9〉일가족양립제도의 5인 이상 기업체 도입률

(단위: %)

  주: 여성근로자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년 기준

자료: 김영옥 외(2011),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여성정책연구원, 고용노동부

한편 유연근무제 도입에서도 남성 직장인들의 효과성에 해서는 불

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철선(2010)의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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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를 선정하는 질문에서 

모든 직장인이 수혜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고, 출산육

아기 기혼여성과 20  미혼여성을 포함한 여성 직장인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48.2% 다. 그리고 출산 육아기 기혼남성과 20  미혼

남성을 포함한 남성 직장인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은 3.4%에 불과

하 다. 이러한 의견은 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20~30  직장인들에게

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여성들이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20 와 30  직장인들 각각 51.6%, 51.8%로 높았

지만 40 와 50  직장인들의 의견은 각각 38.0%, 37.5%로 낮았다.

결국 유연근무제 도입에서도 직장인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남성들 

보다 여성들에게 효과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를 포함한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되기 해서는 남성 직장인들에게도 

효과성이 검증된 로그램이나 안이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련 

로그램이 가족친화인증 시 지표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구 분
직장인

전체

직장 성격 연령

대기업
중소

기업

공무원/

공공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384 118 190 77 124 166 71 24
모든 직장인 48.4 51.7 51.1 36.4 45.2 45.8 56.3 58.3
출산 육아기 기혼 여성 45.1 41.5 43.2 55.8 46.8 50.0 35.2 33.3
20대 미혼 여성  3.1  3.4  3.2  2.6  4.8  1.8  2.8  4.2
출산 육아기 기혼남성  1.8  0.8  2.1  2.6  0.8  1.8  2.8  4.2
20대 미혼 남성  1.6  2.5  0.5  2.6  2.4  0.6  2.8  0.0

〈표 2-10〉유연근무제 도입 시, 수혜자

(단위: 명, %)

자료: 이철선(2010), 유연근무제 도입영향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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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지원 내용

기존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5점)
국방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0.4점)

중소기업청

- 수출역량강화사업 가점 1점 부여

-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가점 2점 부여

- 해외 진출 민간거점 활용 지원 사업 가점 3점 부여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동일조건 시 우대

- 퇴직연금 무료컨설팅 지원 사업 가점 5% 부여

신용보증기금 - 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 보증한도 우대

신규

종소기업청

- 절충교역 참여 희망 시 가점  3점 부여 

-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항목 가점 0.5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신성장기반자금 
융자잔액 및 매출액 한도(150%)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 최대 

2천만원 지원(고용증가사업장은 1천만 원 추가 지원)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 5점  부여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심사 시 우대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심사 시 우대

지식경제부
- 무역보험 우대지원 :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및 한도 

우대(중소‧중견기업만 해당)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시 우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보증료 0.1% 감면

〈표 2-11〉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중앙부처)

5. 기업 인센티브 : 건전한 조직문화형성과 기업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은 부족

2012년 6월 기 ,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 제도를 

살펴보면 기존 앙 5개 부처의 8개 지원방안에서 지방자치제를 포함해 

44개 지원 방안으로 폭 확 된 상황이다. 이는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한 정부의 극  의지를 반 한다 하겠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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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지원 내용

신규

서울특별시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부산광역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인천광역시
-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3점 

범위내 부여

광주광역시

-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취업지원 사업 우선 지원

- 대상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사

업,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 R&D 취업약정 사업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우선 지원

- 대상사업: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취득 지원, 전국중소기업제품박

람회 참여지원, 중소기업 정보제공 홍보책자 제작지원,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대전광역시

- 국내 전시․박람회 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2점 부여

- 충청권 벤처 프라자 참가 희망 시 선정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 시 가점 2점 부여

강원도

-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6억 원(일반기업 5억원)
- 해외마케팅 우대 지원(중소기업)
- 강원도 판로지원 시책사업 우선 선정(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 선정 가점 부여

충청북도

- 해외마케팅‧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선정 우대: 전시‧박

람회, 무역사절단 및 기타 수출 마케팅사업 선정 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금리 우대 0.5%,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리 우대 0.5%(기업당 

지원한도 5억원)

충청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0.2% 할인

- 국외 마케팅 우대 지원

- 국내 마케팅 우대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개최시 참여 우선권 부여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우대

경상북도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우대 평가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 5억원까지 융자 추천

전라남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표 2-12〉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지방자치기관)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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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분이 기업들이 정부사업을 운 하는

데  가 을 부여해 주거나, 운 자 과 련된 출이나 지원 시 우 하

는 방안, 해외진출 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우 하는 방안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방안들이 기업의 사업운 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기업들에게 필요한 방안이 많다는 에서 가족친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효익에 해서는 의문 이 든

다. 더불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추진이유를 고려

해볼 때, 지원방안에 있어 한계 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유  상  4개 의

견을 살펴보면 1 에서 3 인 직장만족도  직무몰입도 향상(42.9%), 

가족과 같은 직장분 기 조성(33.4%),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33.8%)는 

건 한 조직문화 형성과 련된 내용들이며, 기업홍보  이미지개선

(18.1%)은 고객 등 이해 계자들로 하여  인지도와 선호도 형성을 

한 마  활동이다. 그런데 정부의 인센티  방안 에는 기업이 가족

친화제도를 통해 어떻게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미지  홍보를 극 화를 지원하는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구 분
상장 

법인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산업

1~ 
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사례 수 549 296 203 29 21 155 193 128 73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 42.9 40.5 50.2 34.5 47.6 31 36.8 57.8 67.1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 33.4 34.1 34.0 24.1 52.4 29.0 30.6 36.7 50.7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 33.8 30.4 39.4 34.5 47.6 23.9 32.6 35.9 60.3
근로자의 요구 11.2 12.2 13.3 3.4  9.5  7.1  8.3 18.0 21.9
기업홍보 및 이미지 개선 18.1 15.2 23.2 17.2 23.8  9.7 17.6 24.2 30.1
법에 의한 강제적 설치  8.8  7.8 11.3 6.9  4.8  8.4  8.8  8.6 11.0
인력 사내유지 용이성 13.7 14.9 14.3 10.3  4.8 10.3 10.9 18.0 23.3
모름/해당 없음 35.8 36.5 33.0 37.9 23.8 50.3 37.8 22.7 15.1

〈표 2-13〉국내 상장법인들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이유

자료: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ffm.mogef.go.kr/data/statistic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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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출산 관련 변수 고려가 부족 : 출산율과 고용안정성 등 고려 부재

가족친화인증제도는 도입의 한 축은 출산 상의 감소이다. 그러나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경 자의 리더십과 가족

친화제도 운 을 한 부서  인력, 산 등의 기본 인 라, 그리고 

련 로그램  임직원의 반 인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

운 에 따른 결과변수로써 출산율 등 정책효과 변수와 출산을 유도하

는 원인변수들에 한 평가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련하여 최근 한국은행(2011)에서는 출산 상의 원인으로서 

고용불안정성과 주택 마련비용의 증가가 부각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 다. 보고서에서는 출산의 주요원인 추정을 해 혼건수와 

결혼률, 그리고 고용안정성 변수로서 임시직 비율을 선정해 3가지 변수

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임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혼건수와 결혼률

은 감소하는 부(-)의 계를 제시하 다.

〔그림 2-9〕임시직 비율과 초혼건수 및 결혼율

  주: 음영부분은 외환위기 기간, 초혼연령은 남자기준임.
자료: 이상호‧이상헌(2011),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적령기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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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혼연령과 고용안정성을 의미하는 임시직 비율간의 계에서도 

임시직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혼연령도 증가하는 정(+)의 계가 형

성됨을 제시하 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가 출산 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되기 해서는 기업의 인 라와 교육 로그램 등 제

반요건과 더불어 실질 인 결과변수인 고용안정성을 의미하는 비정규직

율과 이직률, 합계출산율 그리고 자녀보육시간 증가율 등의 변수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수 고려는 제반 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더라

도 직원들이 실제 사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 을 보완함과 동시에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을 직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정책운 의 평

가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림 2-10〕임시직 비율과 초혼연령

  주: 음영부분은 외환위기 기간, 초혼연령은 남자기준임.
자료: 이상호‧이상헌(2011),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적령기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7. 관리시스템: 금년에 도입된 사후관리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 에 있어 요한 부문 의 하나는 가족친화제



44∙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도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지속 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하느냐의 문

제이다. 제도가 기업 자체의 조직문화 향상과 기업이미지 제고를 넘어 

국가 인 문제인 출산 상을 감소시키기 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원과 공동으로 가족친화인증기

업에 한 사후 리시스템을 2012년  구축하 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제도인증을 받은 2년차 기업을 상으로 인증 시, 평가항목에 해 

실 심사와 더불어 임직원의 만족도, 최소 법규 반사례, 가족친화인증

마크 활용실  등에 하여 장실사를 실시한다. 다만 아쉬운 은 이 

사후 리시스템이 년에 도입되어 기존 인증기업이 평가과정에서 미 충

족 할 경우, 보완사항을 통보해  뿐 시정을 한 수단을 보유하지 못

하고 있다는 이다. 향후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에게 효익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비책으로서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림 2-11〕가족친화인증제도의 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자료: 여성가족부(2012).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후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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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안 모색

제1절 가족친화문화형성을 위한 대안 : GWP

  1. 대안모색의 관점: 정부-기업-직장인의 연계

최근 국가 으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해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확산을 해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사업의 주체인 정부와 제도도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출산을 

담당하는 청년 직장인, 이 3주체의 욕구가 부합하는 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정부의 경우 출산 문제의 해소를 해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며, 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을 사회에 한 기업

의 사회  의무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연결시켜야만 치열한 경

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년 직장인들의 경우, 아이

출산으로부터 부담하게 될 장래의 경제  문제에 한 우려 이 해소되

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

들은 향후 가족친화정책이 정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가 불분명하

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즉 정책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인 인증기업의 수

는 증가하고 있으나 확산속도가 늦다는 , 인증기업들이 소비재 심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300인 이상 기업이 다수라는 , 그리고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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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제도 심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이탈시 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기업측면에

서 지원을 한 인센티 제도는 확 되었으나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도

입한 이유인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형성과 기업이미지 향상을 한 홍보 

지원방안은 부재하다는 은 정책측면에서 일반기업의 욕구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시사한다. 더불어 출산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직

장인들의 우려사항인 고용안정성에 한 욕구를 제도에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해서는 기업측면에서 나타난 제도의 문제 인 가족친화제도

가 기업경쟁력의 강화요인으로서 부각될 수 있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

성 직장인들에게도 가족친화 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분 기를 

조성해  수 있는 조직문화 신 요소를 도입하여 청년 직장인들의 우

려사항과 정부 정책간의 연계를 고려한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된

다. 이와 련해 고려할 수 있는 안으로는 미국을 심으로 기업경쟁

력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GWP(Great Workplace), 한국어로 번역하

자면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그림 3-1〕GWP 조직문화



제3장 대안 모색∙49

GWP의 개념을 ‘삶의 질’이라는 에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출

산 감소를 해 재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정책이나 모성보호제도와 

련된 일가족 양립정책 이외에 일·생활의 균형정책과 매우 한 련

성을 가진다. 일·생활 균형정책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인 지원을 목

으로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하며, 정책범 로서 노동시간정책을 추

진한다. 이와 련해 GWP는 종업원 개인들에게 기업 내 신뢰와 존 , 

그리고 재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등 일과 

휴식, 근무환경, 가정생활 등 모든 생활환경을 균형 있게 조성하는데 도

움을 으로서 근로자 자신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불어 기업의 경쟁력도 근로자의 살의 질 향을 통해 자연스럽게 향상된

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있어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림 3-2〕가족친화정책 및 일가족양립정책 정의 비교 

자료: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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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WP(Great Work Place)의 개념과 핵심요소

GWP란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게 

일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즉  종업원들이 자신의 상사와 경 진을 신

뢰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터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GWP는 미국의 로버트 버링 박사가 20년간 기업 장 연구를 통해 뛰

어난 재무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의 문화  특성을 정립한 개념으로서, 

매년 미국의 시사 문지인 포천지(Fortune)에서 100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사의 주력 상품과 기업정보뿐만 아니

라 종업원들에 한 처우  자사의 조직문화를 소개하여 기업홍보 효

과와 우수인재들의 확보, 그리고 자사기업의 재무투자에서 일반 회사 

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3-3〕미국 GWP 기업들의 직원 관리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9), 포춘 100대 일하기 좋은 기업의 7대 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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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미국포천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구 의 경우, 수 장, 스 , 마사지시설, 당구장 등 자유로운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창의력을 극 화하고 있다. 한 보상체계에서

도 재능과 실력에 따라 보상하면서도 인종  성차별은 불허하기 때문

에 직원  31%가 여성이며, 소수민족 출신도 36%나 된다. 이외 직원

들에게 업무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로젝트에 투자하도

록 보장해 으로써 자기개발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경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웨그먼스푸드마켓의 경우, 고객보다 종업원

이 우선이라는 기업사명을 심으로 직원만족을 통해 고객만족을 유도하

고 있다. 셋째, 지넨텍 등 많은 기업들은 월 을 액 지 하는 유  안

식휴가의 제공으로 직원들의 재충 을 유도하고 있으며, 넷째, 보스턴컨

설 그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을 ‘ 드 존(red zone)’으로 분류

한 후, 스트 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  이다. 이외 선정된 

100  기업  3분의 1은 탁아소를 운 하여 직원들의 불안 요소를 제

거해 으로써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환하는 제도를 운  이다. 결

국 미국의 일하기 좋은 기업의 경 진들은 자율 심의 인사제도  창

의 인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감을 기업성과와 연계시킴으

로서 기업과 직원간의 상호발 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GWP(Great Work Place)의 핵심요소

GWP의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범주로 나  수 있으며 더

욱 구체 으로는 5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첫째는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이며, 둘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와 일에 한 업 , 그리

고 자신의 회사에 한 자부심이다. 그리고 셋째는 동료들 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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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신바람 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수 있는 재미로서 

여기에는 동료 간의 배려와 우호 이며 개방 인 직장 분 기,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핵심요소  

신뢰는 다시 믿음과 존 , 공평성으로 분류되는데 믿음의 경우 경 진과 

의 계로 경 진의 의사소통 정도와 명확하고 일 된 비 을 제시하는 

사업추진 역량, 그리고 일 성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둘

째로 존 은 종업과 업무를 리하는 상사와의 계로 종업원의 성장 

기회제공  지원, 의사결정시 참여보장 정도, 그리고 구성원에 한 인

간 인 배려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인사제도와 련된 

공평성으로 이는 성과에 한 공평한 보상  복리후생제도, 차별 없는 

고용  승진기회 제공, 그리고 모든 인사제도의 공평성  업무 차의 

투명성이 포함된다.

〔그림 3-4〕GWP 신뢰 지수의 측정문항

자료: GW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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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진 기업들의 GWP 도입 성과 

우선 미국 포천지의 100  일하기 좋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성과를 살

펴보면 주식 수익률에서 일반기업 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8~2009년 동안 일하기 좋은 100  기업의 수익률은 111.4%에 

달한다. 이에 비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가 기업규모·유동성·산업 표

성을 감안해 선정한 보통기업 500개사의 주가지수인 S&P 500지수의 

수익률은 41.7%이다. 그리고 랭크 러셀사가 미국의 3000개 기

업의 주가지수를 산정해 발표하는 러셀 3000의 수익률도 47.1%에 

불과하다. 

둘째로 고용안정성을 의미하는 평균 이직률에 있어서도 100  일하기 

좋은 기업들은 매우 낮다. 2010년 3월 기  미국의 평균 이직률이 

3.1%임을 고려할 때 100  일하기 좋은 기업  상  10개사의 평균 

이직률은 2% 다. 이  평균 이직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Indiana 

Regional Medical Center로 1%에 불과했으며 SAS, Qualcomm 등 9

개사는 2% 다. 

셋째로 100  일하기 좋은 기업들은 고용증가율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2009년 9.3%, 2010년은 9.7%에 

달했으나 100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  10개사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25% 다. 

넷째로 100  일하기 좋은 기업들은 평균 해고률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평균 해고률은 2009년 12월, 2.2% 고, 2010년 1월 

기 으로는 1.7% 다. 그러나 미국 100  일하기 좋은 기업  해고가  

 없는 기업은 총 17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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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미국 일반기업과 GWP 기업들과의 주가 누적 수익률 비교

자료: GWP KOREA, GWP 경영진단 결과 및 전략보고서 중 Russell Investment Group 발표 자료 

〔그림 3-6〕2010년 미국 GWP 기업 중 직원 평균 이직률 상위 기업 

자료: GWP KOREA, GWP 경영진단결과 및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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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010년 미국 GWP 기업 중 고용 증가율 상위 10대 기업

자료: GWP KOREA, GWP 경영진단결과 및 전략보고서 

〔그림 3-8〕미국 GWP 기업의 무해고 현황과 기업순위

자료: GWP KOREA, GWP 경영진결과 및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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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적용가능성

  1. GWP도입에 대한 연구

기업과 임직원의 상호  략으로서 부각 받고 있는 조직 신기법

으로서의 GWP에 한 국내 연구는 사실 도입단계인 것으로 악된다. 

그 이유는 GWP가 학술  연구를 통해 개벌되었기 보다는 기업의 장 

연구를 통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WP에 

한 국내 연구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그 첫째는 GWP를 형성하는 원인과 결과변수에 한 연구들이다. 우선 

이주연(2010)의 경우 문 건설감독 서비스 기업인 ㈜ 한미 슨스를 

상으로 GWP가 가족친화제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했으며, 김 미 외

(2010)도 간호사들의 직무몰입  만족도 등에 GWP가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한편 최윤식(2011)의 경우 기업문화와 조직 구성원

들의 심리  인식이 GWP에 미치는 향을 Q방법론을 통해 연구하 는

데, 그 결과 GWP 형성에 있어 기업의 제도  장치보다는 구성원들이 

경 자의 리더십을 단하는 주 인 심리  성향이 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편의 연구흐름은 GWP를 국내기업에 용할 때 필요한 기 과 

운 로그램을 마련하기 한 연구들이다. 이는 GWP가 가지고 있는 

측정문항으로 인해 기업의 GWP 상황이 악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유추하기 어려우며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을 반 하지 

않은 채 조직문화 신기법인 GWP를 도입 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선우 외(2010) 등은 세청을 심으로 

공공기 에 필요한 GWP 로그램과 기 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

고, 노용진(2011)은 미국 일하기 좋은 기업  3개사를 선정한 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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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내용

이주연

(2010)

(목적) GWP 도입기업인 건설감리 전문기업 ㈜ 한미파슨스의 GWP  
기업문화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친화제도와의 연관성을 파악

(방법) ㈜ 한미파슨스 내부자료, 정책담당자 인터뷰 및 CEO특강 등

(결과) 기존 가족친화제도 이외에 기업문화 요소로서 GWP를 도입

함으로서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기업 성과가 향상 

이선우 외

(2010)

(목적) 공무원들의 활기찬 공직생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GWP도입을 위한 프로그램과 필요기준 개발

(방법) 국내외 민간 및 공공부문의 GWP에 준한 사례를 조사 

(결과) GWP 로드맵 구축-환경 분석-실행프로그램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GWP 도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시  

김영미 외

(2010)

(목적) 간호사들의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증진활동을 

통한 조직문화 향상효과를 입증

(방법) GWP 활동 여부를 기점으로 서울소재 대학병원 간호부 간호

과의 간호사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 GWP를 위한 프로그램인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활동 후 

조직 내 신뢰와 직무몰입도, 만족도, 자긍심 등이 향상  

노용진

(2011)

(목적) 기업의 재무적 성과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몰입요소로서 미

국 포천지의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성공요인을 검증

(방법) SAS사와 BCG, Wegmans Food market사 사례연구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연계하여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고용안정 포함)과 인사제도 구축으로 직무 몰입 극대화

최윤식

(2011)

(목적) 기업문화와 경영진의 리더십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인식이 GWP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방법) 특정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한 카드를 통

해 조사하고 GWP는 5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 특정조직의 GWP 인식은 경영 지표나 어떤 제도적 장치보다는 
기업문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비롯됨을 증명  

〈표 3-1〉GWP에 관한 주요 국내연구

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몰입에 향을 미치는 GWP의 성공요인들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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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정비율 특징 대표사례기업 제도

성장
잠재형

- 73(개)
- 22.5%  - 독보적 기술 보유 - 태양3C

- 사내·외 교육 통한  인재양성
- 주 5일제 준수, 최고경영자와 

직무협의 등

인재
육성형

- 95(개)
- 29.2%

- 종업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지원

- 솔라월드 코리아(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 지역출신인재선발
- 정기적 사내 워크숍 실시

고용
안정형

- 84(개)
- 25.8%

- 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률, 이직률 지수를 
중심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 한미글로벌
  (건설사업 관리,
   건설서비스업)

- 연 3명 이내 3000만원의  학비 지원
- 사내 CM 전문가 양성운영
- 경력개발제도  수립 
- 자기개발 휴가 2개월 부여

근로
조건

우수형

- 73(개)
- 22.5%

- 급여, 복리후생이 
우수

- 재무 안정성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 골프존(서비스, 
제조, 도매)

- 신입사원 중심 해외 국가 탐방 및 
리서치 

- 출산장려금지급 및 연 200만원 
장애아  양육비지원

- 자녀 입양 시 장려금·입양휴가 지원 
-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제공
  (300~700만원)

〈표 3-2〉지식경제부 선정 ‘일하기 좋은 기업 유형’(2010년)

  2. 국내 GWP 도입 현황

조직 신을 한 개념인 GWP를 국내기업에게 고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몇몇 민간 컨설  기업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재는 정부 정책  

측면에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련하여 지식경

제부는 청년실업 완화를 해 2010년부터 지역의 ‘일자리 좋은 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우수한 청년인재들과 연계하는 ‘희망이음 로젝트’를 진

행 에 있다. 이 사업은 각 지역의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

주하는 수도권 집 화 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각 지역경제에서 우수

한 기업들과 인재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지역의 우수한 소기업을 상으로 

그 유형을 성장잠재형과 인재육성형, 고용안정형, 근로조건 우수형으로 구

분한 후 2010년 325개사, 2011년 316개사를 선정해 사업을 운  이다.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09.6), 지역청년과 지역이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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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운  인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경 성과와 고용안정

성 측면을 살펴보면 앞서 미국 포천지 선정 100  일하기 좋은 기업들

에서 나타난 성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되는 매출성장률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의 일하

기 좋은 기업들은 국내 일반기업 비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  한국의 5인 이상 사업체를 상으로 악한 년 비 매출 성장

률은 14.5%로 집계되었지만 지식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의 평균 매

출 성장률은 37.7% 다. 기업규모에 따른 매출성장률에서 일반 소기

업들은 13.1%에 불과한 반면 지식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38.1%에 달한다. 한편 기업의 경우 한국은행은 300인 이상 

기업들을 기업으로, 지식경제부는 300~1000인 이하들은 견기업, 

1,000인 이상을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분류기 이 두 기  간

에 상이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에서도 일반기업보다 일

하기 좋은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이 더욱 높다.

〔그림 3-9〕일반기업 대비 지식경제부 GWP 기업 매출 성장률 비교

  주: 한국은행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

자료: 지식경제부(2010), 한국은행 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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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고용안 성 측면에서도 일반기업 비 지식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  

일반기업들의 직원 평균 이직률은 29.0%에 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의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평균 이직률은 14.0%로 반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의 기업 선호 상으로 이직률이 높은 소기업

의 경우 일반 기업의 직원들의 평균 이직률은 31.2%에 달했지만 지식

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들의 이직률은 15.6%에 불과하 다. 이 은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한 조직 문화  특성이 직원들로 하여  자발  이직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고용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원

해  수 있는 결과라고 단된다. 

〔그림 3-10〕일반기업 대비지식경제부 GWP이직률 비교

  주: 통계청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지식경제부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2010), 사업체 노동력조사,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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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모형 설정

본고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 과 이

에 한 안 모색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 형성에 조직문화 신 요소인 GWP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의 주된 내용은 조직 내 경 진과 종업원, 상사와 종업원, 그

리고 공정한 성과보상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 직장인의 기업에 한 신

뢰요인과 재미를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일과 

업무, 기업에 한 자부심 등 3개 개념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신요소인 

GWP가 기업에서 높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기업의 조직문화는 자율 이

며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가 높게 형성될 것

이며, 이러한 가족친화문화의 형성정도는 기업 내 청년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성 한 불안요소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청년직장인들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등 직장인들의 출산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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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모형은 기업 내 청년 직장인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한 인과 계 모형으로써 구성되

었다. 우선 조직 신 요인인 GWP를 의사결정과정상에서 기업의 우수인

재 확보와 기업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가족친화문화 형성의 원인변수로 설

정한 것은 조직문화 증진활동이 조직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김 미 외

(2010)연구와 GWP 도입이 가족친화문화를 활성화시켰다는 이주연

(2010)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한편, 기업의 조직문화 차원에서 가족

친화문화는 GWP와 직장인들의 고용안정성, 그리고 고출산 의지를 연계

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한 근거는 이민우 외(2008)연구

와 김효선 외(2009)연구 다. 

〔그림 4-1〕GWP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친화문화의 결과변수로 가정한 고용안정성과 

고출산 의지 간의 계는 출산의 원인이 직장인들의 고용안정성으로부

터 생된다는 이상호ㆍ이상헌(2011)의 연구를 근거로 설정하 다. 그런 

다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검증을 해 각 변수들 간의 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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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정식 모형으로 구축한 후 연구모형 상에 포함된 4개의 개념변수에 

해 다음과 같이 측정변수를 설정하 다. 우선 조직문화 신요인인 

GWP는 Robert Levering(2000)이 제시한 GWP의 신뢰지수를 근간으

로 신뢰의 경우 경 진-직원 간 믿음과 상사와 직원간의 존 , 성과평가 

 보상제도의 공정성 각각에 하여 3개 문항씩을 개발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자부심의 경우 직장 내 자신의 일과 업 , 그리고 회사에 

한 자랑스러움을, 재미에 해서는 직장 내 동료 간의 배려와 직장분

기의 개방성, 동료 간의 가족 같은 분 기 형성정도 등 각각 3개의 문항

을 개발하여 사용하 다. 둘째로 가족친화문화는  가족친화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 자의 가족친화경 에 한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용이성 그리고 가족친화제도에 한 임직원들의 반  만족도를 측

정변수로 사용하 다. 셋째로 직장인의 고용안정성은 은 직장인들이 

인식하는  직장 내 비정규직율과 동료들의 최근 이직동향, 그리고 자

신의 이직의도로 측정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고출산에 한 측정은 

희망자녀수를 기혼자와 미혼자 공통으로 하고 결혼유무를 고려하여 기혼

자의 경우 가족친화제도로 인한 보육시간 증가를, 미혼자는 결혼에 한 

가치 으로 측정하 다. 다만 체 연구모형과 세부집단별 연구모형을 

분석할 경우 기혼자와 미혼자에게 별도로 질문한 보육기간 증가와 결혼

가치 의 미응답치는 응답자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체한 후 모델분석에 

사용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모형 설정은 기존의 가족친화제도의 활

용이 모성보호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과 

출산 상의 당사자인 청년직장인들을 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 기업 비 소기업까지 포 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에 

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 그리고 기업의 에서 경 주가 가족친화

제도를 유치하는데 매력이 부족했다는  등 기존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상에서 나타난 한계 들을 포함하는데 그 을 두고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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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설계
 

연구모형 검증을 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가족친화인증을 받

은 기업 24개사를 여성가족부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선정

하 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일하기 좋은 기업 6개사를 견기업연합회

의 도움을 받아 섭외하 다. 일반기업이 아닌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

기 좋은 기업을 조사 상으로 삼은 이유는 각사들이 이미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  에 있으며 본 연구모형의 내용인 조직문화 신제도

인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었다. 한편 

설문조사의 연령층은 청년층인 20~30  직장인들 남녀로 제한하 다. 

본 연구모형 상에서 결과변수인 출산율의 경우 직장인  가임이 가능

한 연령들이어야 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정책범 가 모든 근로자를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 상을 감소하는데 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사샘  수는 각사의 청년 직장인들의 소를 고려하

여 각사 당 최소 10~50부로 제한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이론변수인 GWP 조직

신요인과 가족친화문화 형성정도, 그리고 고용안정성 인식과 고출산에 

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정도와 종

사기업의 특징  업무방식, 그리고 개인의 업무 집착도 등에 한 설문

도 포함하 다. 

조사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섭외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 하여 간담회를 개최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방법으로 설정한 직장인들에 한 설문조사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원

들이 설문 상자들에게 직  가능성이 낮다고 단하 기 때문에 각

사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배포  수거에 한 사

항들을 달함과 동시에 재 각사의 청년 직장인 인력 황과 가족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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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화  제도 활용과 련된 상황을 검토하기 함이었다. 그런 후 

비된 설문지와 답례품을 각 사별로 달하여 9월 17일~10월 12일까지 

4주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과정 연구방법 기업구분 그룹 조사 내용

1단계  간담회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사

담당자

 - 각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형태

 - 각 기업 가족친화문화 형성정도

 - 설문조사 방법론 조언 - 지경부선정 GWP기업

2단계
설문

조사

 - 가족친화 인증기업

  24개사
20~30대

직장인

 - GWP 조직혁신 요인(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재미)

 - 가족친화문화 형성정도 

 - 고용안정성에 대한 직원 평가

 - 보육시간증가, 희망자녀수, 결혼가치관

 - 종사기업의 특징과 업무방식

 - 개인의 업무 집착도

- 지경부선정 GWP기업 

6개사

〈표 4-1〉조사 설계

  3.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들 70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 각각 319명, 383명이었고, 결혼유무의 경우 

기혼 259명보다 미혼이 약간 많은 433명 이었다. 그리고 성별에서는 여

성이 257명으로 남성 434명보다 었다. 연령 는 20~30 로 한정했는

데 남성의 경우, 20 보다 30 가 많이 었지만 남성의 57.3%가 미혼

으로 나타나 연령별 비 이 분석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단되어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학력수 에서는 응답자의 74.0%가 졸이었으며, 직 에서는 체의 

93.3%가 과장이하로 나타나 형 인 2~30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근무연수에서는 1년 미만이 4.6%로 상 으로 매우 어 응답

자들이 자신의 기업문화를 잘 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본 연구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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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에 크게 배되지 않는다고 단되었다.

구분 전체

기업종류 결혼유무 성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혼 미혼 남 여

총계 702 319 383 259 433 434 257

연령
30대 76.1 60.5 89.0 91.9 66.1 86.4 58.8 
20대 23.9 39.5 11.0 8.1 33.9 13.6 41.2 

학력

대졸 74.0 75.0 73.2 72.1 76.1 77.1 69.5 
전문대졸 12.7 9.3 15.6 12.7 12.4 10.0 16.4 
대학원졸 6.6 10.3 3.6 8.0 6.0 8.1 4.3 
고졸 6.6 5.4 7.7 7.2 5.5 4.8 9.8 

주거

형태

주택소유 41.8 45.0 39.1 54.4 33.7 41.8 41.3 
전세 30.3 32.8 28.1 40.4 24.6 31.1 29.0 
기타 18.5 14.8 21.6 3.2 27.5 17.8 19.8 
월세 9.5 7.4 11.2 2.0 14.1 9.3 9.9 

직급

사원 51.2 52.3 50.3 20.6 68.7 42.0 66.3 
대리 28.8 27.3 30.1 39.7 22.7 31.4 24.9 
과장 13.4 13.6 13.1 25.1 6.7 16.6 7.6 
차장 5.5 6.5 4.6 11.3 1.9 8.1 1.2 
부장이상 1.2 0.3 1.9 3.2  - 1.9  -

근무

연수

2~5년 미만 40.7 30.9 49.1 30.3 47.6 42.0 38.3 
1~2년 24.4 19.6 28.6 14.3 30.7 23.9 25.2 
5~10년 미만 20.1 26.1 14.9 30.3 13.1 19.6 20.9 
10년 이상 10.2 17.9 3.6 22.1 2.7 9.2 12.2 
1년 미만 4.6 5.5 3.9 2.9 5.9 5.3 3.5 

〈표 4-2〉응답자 특성

(단위: %) 

 

응답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 특성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주

력생산제품으로 소비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반면에 일하기 좋

은 기업의 응답자들은 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기혼자와 여성들의 경우 소비재 회사에 근무하는 경향이 

상 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 간재 생산회사에 근무하는 비 이 약

간 많았다. 한편 임직원 규모에서는 100인 이하 기업 종사자 비율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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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전체

기업종류 결혼유무 성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혼 미혼 남 여

총계 702 319 383 259 433 434 257

주력

제품

소비재 52.6 76.8 32.4 57.9 49.4 45.2 65.4
중간재 47.4 23.2 67.6 42.1 50.6 54.8 34.6

임직원

규모

300인 이상 47.3 42.9 50.9 53.3 44.6 45.4 51.4
100~300인 이하 47.0 53.0 42.0 40.5 49.9 45.9 48.2
100인이하 5.7 4.1 7.0 6.2 5.5 8.8 0.4

〈표 4-3〉응답자의 기업 특성

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4.1%, 일하기 좋은 기업의 경우 7.0%로 거의 

동소이하 다. 그리고 기혼자와 여성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 근무

자들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300인을 기 으로 볼 때 

기혼자와 미혼자, 남녀간에 표본편 이 거의 비슷하 다.

제2절 연구모형의 검증

  1. 연구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상의 구성개념에 한 신

뢰도와 집  타당도  별타당도 분석을 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과정은 본 연구모형의 원인변수

인 GWP와 매개변수인 가족친화문화  고용안정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고출산 등 모든 개념변수간의 상 계를 설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다. 우선 체모델의 합성에 있어서 <그림4-2>에서 보는 것처럼 

Chi-square=92.979, df=48, p-value=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GFI=0.963, AGFI=0.940, CFI=0.970, RMR=0.026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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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합치의 경우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개념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둘째로 각 개념변수들에 한 개념신뢰도(개념신뢰도=(각 개념변수들

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향력 추정치 자승값)/(각 개념변수들을 구

성하는 측정변수들의 향력 추정치 자승값+측정변수가 개념변수를 설

명하지 못하는 오차들의 추정치를 합한 값))를 산출하 다. 보통 개념신

뢰도의 수치가 보통 0.5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변수들의 신뢰도는 유의한 것으로 단되었

다. 셋째로 집 타당도의 경우 보통 개념신뢰도가 0.7이상이면 집 타당

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모형에서 산출된 개념신

뢰도가 최하 0.8이상이므로 집  타당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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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개념변수1 개념변수2 상관계수2

경로1 GWP → 가족친화문화

0.4928평균분산추출 0.79169 0.82933

개념신뢰도 0.89985 0.92898

경로2 GWP → 고용안정

0.5852평균분산추출 0.79169 0.70882

개념신뢰도 0.89985 0.80927

경로3 고용안정 → 고출산

0.5822평균분산추출 0.70882 0.68586

개념신뢰도 0.80927 0.70064

경로4 가족친화문화 → 고용안정

0.5610평균분산추출 0.82933 0.70882

개념신뢰도 0.92898 0.80927

경로5 GWP → 고출산

0.5476평균분산추출 0.79169 0.68586

개념신뢰도 0.89985 0.70064

경로6 가족친화문화 →   고출산

0.5141평균분산추출 0.82933 0.68586

개념신뢰도 0.92898 0.70064

〈표 4-4〉이론변수간 개념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넷째로 개념변수들간의 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보통 개념변수 각각

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이 개념간 상 계수의 자승값을 상회하면 별

타당성이 있다고 단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평균분산추출(평균분산추

출=(각 개념변수를 구성하는 이론변수의 향력 추정치의 합)/(각 개념

변수를 구성하는 이론변수의 향력 추정치의 합+측정변수들이 개념변

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오차들의 향치))을 구해 두 개념간의 상 계 

자승값과 비교하 다. 그 결과 각 개념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값이 상

계수의 자승값보다 높아 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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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가. 전체 직장인 대상 경로분석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개념변수들을 이용하여 우선 체 직장인 

응답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모형을 분석하 다. 

〔그림 4-3〕전체 직장인의 경로분석

우선 모형 합도의 경우, Chi-square=97.124, df=49, p-value=0.000

으로 유의했으며, GFI=0.962, AGFI=0.9940, CFI=0.969, RMR=0.026 

등 기타 부합치의 경우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연구모형

에서 설정한 경로에 한 분석결과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경로가 

90% 신뢰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GWP가 가족친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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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향을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용안정성에 정(+)

의 향을 미친 후 고용안정성이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도 신뢰수  95%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고에서 설

정한 경로인 GWP가 고용안정성에 직  정(+)의 향을 미치고, 고용안

정성은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경로도 95% 신뢰수 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GWP→고용안정성→고출산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이유는 미국 등 기존의 조직 신제도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증가시켜 충성도를 강화시킨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단되며, 고용안정성과 고출산의 정(+)의 향 계에 한 검증결과는 

최근 고용안정성이 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는 결과라고 단된다.

나. 기업특성별 경로분석

본 연구모형의 경로 계에 한 기업별 특성을 살펴보기 해 응답자

들을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나 어 분석을 시도하

다. 이 두기업의 경우 기업 내 가족친화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조직 신

제도인 GWP가 동일하게 반 되어 있다는 에서 동일하지만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경우 기업 그리고 소비재 심인 반면, 일하기 좋은 기업

은 소기업이면서 간재 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나 어 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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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가족친화인증기업 직장인의 경로분석

〔그림 4-5〕일하기 좋은 기업 직장인의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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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우선 모형 합도 측면에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Chi-square= 

90.243, df=49, p-value=0.000이었으며, GFI=0.953, AGFI=0.925, 

CFI=0.975, RMR=0.02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기업도 

Chi-square=96.639, df=49, p-value=0.000으로 유의했으며, GFI=0.95, 

AGFI=0.921, CFI=0.96, RMR=0.0031로 나타나 두 기업군 모두 합

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경로분석의 경우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출산

에 정(+)의 향을 미치는 주경로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하기 좋은 

기업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WP가 고용안정성

에 직  정(+)의 향을 미치고, 고용안정성은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95% 신뢰수  하에서, 일

하기 좋은 기업은 신뢰수  90%하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향을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

화문화는 고용안정성에 정(+)의 향을 미친 후 고용안정성이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지만, 일하기 좋은 기업은 신뢰수  90%하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차별 이었다.

다. 성별 경로분석

한편 본고에서는 고출산에 미치는 성별간의 향 계 차이를 살펴보

기 해 직장인을 성별로 나 어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부분의 한국

기업의 기업문화가 남성 주의 경쟁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가

족친화제도가 구축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용하기 어려워 출산이 가 된

다는 실을 고려, 조직 신제도인 GWP가 기업에 도입되면 가족친화문

화 형성이 가능해져 출산 감소도 가능할 것이라는 단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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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남성 직장인의 경로분석

〔그림 4-7〕여성 직장인의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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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첫째, 모형 합도에서 남성들의 경우, Chi-square=95.487, 

df=49, p-value=0.000이었으며, GFI=0.963, AGFI=0.94, CFI=0.977, 

RMR=0.02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도 Chi-square=97.693, 

df=49, p-value=0.000이었으며, GFI=0.943, AGFI=0.91, CFI=0.964, 

RMR=0.03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경우 개념변수인 고출

산에 한 측정변수인 결혼가치 과 보육시간 증가율의 향력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 모델에 한 개념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에

서 문제가 없었던 을 고려해 자료결과를 분석자료로 이용하 다. 둘째

로 경로분석의 경우 GWP가 고용안정성에 직  정(+)의 향을 미치고, 

고용안정성은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에서는 남성은 

신뢰수  90%에서, 여성은 신뢰수  9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용안정성에 정(+)의 향을 미친 후 고용안정성이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도 남성은 신뢰수  90%하에서, 여성은 신뢰수

 95%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GWP가 가족친화문화

에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

치는 주경로에서는 남성의 경우, 신뢰수  95%수 에서 유의하 으나, 

여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GWP로 인해 남성은 가족

친화문화가 형성되어 고출산에 미치는 향이 크지만 여성은 고용안정성

에 의해 고출산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라. 결혼유무별 경로분석

세부집단별 분석의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직장인을 

분류한 후 기혼과 미혼 직장인들 각각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그 이유는 본고의 주 목 이 출산 감소를 한 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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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미혼과 기혼에 따라 기업환경에 한 체감도가 차

별 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즉, 재의 가족친화문화를 

형성하는 가족친화제도들이 육아와 보육 등 기혼가정에 을 맞추고 

있어 미혼 직장인들은 가족친화제도가 기업내 존재하더라도 상 으로 

이용이 을 수밖에 없다는 단에서 다. 따라서 분석방법의 경우, 앞

서 분석한 기업특성이나 성별과 달리 결혼유무별 분석에서는 연구모형내 

개념변수인 고출산의 측정변수를 차별화 하 다. 기혼의 경우, 공통 측정변

수인 희망자녀수와 보육시간 증가 외에 결혼가치 을 제외하 고, 미혼의 

경우, 희망자녀수와 결혼가치  외에 보육시간 증가를 제외하 다. 이는 미

혼의 경우 보육시간 증가에 한 측정이 근본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

으며, 기혼의 경우, 미래 결혼 에 한 측정이 무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모형 합도에서 기혼은, Chi-square=63.695, df=39, 

p-value=0.008로 유의하 으며, GFI=0.958, AGFI=0.929, CFI=0.984, 

RMR=0.037 등도 유의하 다. 그리고 미혼도 Chi-square=77.781, 

df=39, p-value=0.000이었으며, GFI=0.956, AGFI=0.925, CFI=0.968, 

RMR=0.0337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로 경로분석의 경우, 기혼은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정(+)의 향을 미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출산

에 정(+)의 향을 미치는 주경로에서만 신뢰수  90%수 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반면에 미혼은 GWP가 가족친화문화에 정(+)의 향을 미

치고, 가족친화문화는 고용안정성에 정(+)의 향을 미친 후 고용안정성

이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가 신뢰수  90%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GWP가 고용안정성에 직  정(+)의 향

을 미치고, 고용안정성은 고출산에 정(+)의 향을 미치는 간 경로에서

도 신뢰수  90%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혼 직장인들의 

경우, 고출산을 유도하는 개념변수가 가족친화문화인 반면에 미혼직장인

들은 고용안정성이 고출산을 유도하는 개념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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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기혼 직장인의 경로분석

〔그림 4-9〕미혼 직장인의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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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로분석 결과에 관한 추가분석
 

연구모형에 한 경로분석 결과  가장 시사할 만한 결과는 조직

신제도인 GWP가 가족친화문화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한 

GWP가 고용안정성을 경유해 고출산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은 출산 감소를 해서는 GWP라는 요인이 

기업내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쉬운 은 GWP로 인해 형성된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 의지에 미치

는 경로에서 기업특성과 미혼, 그리고 여성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는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가족친화문화가 고출

산 의지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이유에 해 추가분석

을 실시하 다. 추가분석은 기업특성보다는 미혼과 여성을 심으로 이

루어 졌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상 으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이었고, 미혼이 상 으로 많은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응답자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미혼과 여성의 경우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에 향을 미치지 못

한 이유에 해 두 집단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혼유무에서 미혼의 경우 평균 2.91개로 기혼의 4.31개보다 낮았

으며, 성별에서도 남성은 평균 3.71개를 이용하고 있었던 반면 여성은 

평균 2.98개로 었다. 가족친화제도의 이용개수별 비 에서도 미혼은 5

개미만 사용비율이 81.8%로 기혼의 66.4%보다 높았으며 여성 역시 5

개미만 사용비율이 86.4%로 남성의 79.0%보다 높았다. 즉 가족친화문

화를 형성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률에서 미혼과 여성이 상 으로 기

혼과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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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기업종류 결혼유무 성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기혼 미혼 남 여

Sample 수 702 319 383 259 433 434 257
가족친화제도 

이용수(평균) 3.4 3.6 3.3 4.3 2.9 3.7 3.0 

가족친화

제도

이용수

없음 7.6 9.1 6.3 3.5 10.2 6.0 10.1 
1~2개 32.8 30.4 34.7 21.6 39.5 27.9 40.5 
3~5개 41.5 35.7 46.2 41.3 41.1 45.2 35.8 
5~9개 18.2 24.8 12.8 33.6 9.2 21.0 13.6 

〈표 4-5〉가족친화제도 이용수 

(단위: %)

구분 전체

결혼유무

전체

성별

기혼 미혼 남 여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근로자 

건강 관리 

및 

생애주기 

지원제도

총계 668 8 52 103 86 41 165 173 40 666 23 118 191 90 26 95 88 35
건강관리 43.6  11.5 48.5 67.4  38.8 49.1 70.0 43.4  30.5 48.7 65.6  33.7 47.7 77.1
없음 37.4 100.0 86.5 35.0 3.5 100.0 53.3 16.8  37.4 100.0 65.3 24.6 3.3 100.0 56.8 21.6  
의료비 9.6  1.9 10.7 14.0  5.5 13.9 17.5 9.6  2.5 12.0 14.4  7.4 13.6 17.1
근로자상담 4.3   3.9 2.3  1.8 11.0 2.5 4.5  0.8 8.9 2.2  2.1 8.0 2.9
상담실운영 4.3   1.0 10.5  0.6 9.2 5.0 4.2  0.8 4.7 11.1   9.1  
은퇴지원 0.4    1.2    5.0 0.6   0.5 2.2    2.9
부부/부모교육 0.3   1.0 1.2     0.3   0.5 1.1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제도

총계 593 8 53 106 86 40 157 112 31 591 22 114 150 85 26 92 71 31
없음 69.1 100.0 90.6 48.1 10.5 100.0 98.7 83.9 16.1 68.4 100.0 95.6 66.0 11.8 100.0 96.7 63.4 12.9
법정휴가 /휴직 15.5  1.9 10.4 39.5  1.3 16.1 83.9 15.4  1.8 10.0 52.9  1.1 19.7 45.2
출산축하금 13.3  7.5 34.9 44.2     14.2  2.6 20.7 31.8  2.2 14.1 35.5
태아검진 2.0   6.6 5.8     2.0   3.3 3.5   2.8 6.5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총계 487 8 53 107 87 39 110 76 7 489 21 85 128 67 26 76 59 27
없음 69.4 100.0 90.6 41.1 6.9 100.0 100.0 100.0 100.0 68.5 100.0 97.6 57.8 9.0 100.0 96.1 76.3 25.9
자녀학자금  20.9  5.7 42.1 62.1     21.9   32.0 62.7  3.9 15.3 44.4
보육시설 

보육비
9.4  3.8 16.8 29.9     9.4  2.4 10.2 26.9   8.5 29.6

보육정보 등 0.2    1.1     0.2    1.5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총계 661 7 54 105 83 41 164 170 37 659 22 121 191 86 26 93 87 33
없음 47.5 100.0 64.8 55.2 36.1 100.0 57.3 28.2 2.7 47.5 100.0 47.9 35.1 25.6 100.0 74.2 46.0 27.3
집중근무제 41.9  31.5 39.0 36.1  40.9 58.8 59.5 42.3  48.8 55.0 44.2  24.7 46.0 42.4
선택적 

근로시간
5.3   1.9 22.9  0.6 6.5 5.4 5.3   4.7 18.6  1.1 4.6 15.2

자율출퇴근제 2.1  1.9 1.0 2.4  1.2 1.2 16.2 2.0  2.5 1.0 5.8   1.1 6.1
단시간근무제 2.0  1.9 1.9 1.2   2.4 13.5 2.0  0.8 2.6 4.7   1.1 6.1
직무공유제 1.2   1.0 1.2   2.9 2.7 0.9   1.6 1.2   1.1 3.0

재택근무 

및 

근무환경 

총계 664 8 53 104 84 41 162 174 38 662 23 117 193 87 26 94 88 34
없음 88.3 100.0 98.1 95.2 71.4 100.0 96.3 87.4 47.4 88.4 100.0 99.1 89.1 64.4 100.0 93.6 93.2 64.7
모바일오피스 4.2  1.9 1.9 8.3  1.2 7.5 7.9 4.2  0.9 6.2 5.7  2.1 3.4 14.7

〈표 4-6〉가족친화제도 이용 수 대비 이용프로그램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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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결혼유무

전체

성별

기혼 미혼 남 여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0개 1~2개 3~5개 6~9개

유연성 

제도

재택근무 3.5   1.9 8.3  0.6 2.9 21.1 3.5   3.1 16.1  1.1 1.1 2.9
스마트워크 2.3    7.1  1.2 1.1 13.2 2.3   1.0 8.0  2.1  11.8
원격근무제 1.8   1.0 4.8  0.6 1.1 10.5 1.7   0.5 5.7  1.1 2.3 5.9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

지원제도

총계 664 7 53 105 86 40 161 172 40 661 21 117 192 90 26 92 88 35
없음 77.6 100.0 96.2 81.0 30.2 100.0 98.1 79.1 30.0 77.5 100.0 98.3 80.2 37.8 100.0 96.7 78.4 11.4
가족건강검진 11.3  1.9 12.4 36.0  0.6 9.9 30.0 11.5   10.9 26.7  2.2 11.4 54.3
가족의료비 6.2  1.9 5.7 15.1  1.2 7.0 17.5 6.4  1.7 6.3 16.7  1.1 8.0 14.3
간병/가족

간호휴직
4.5   1.0 17.4   4.1 17.5 4.2   2.6 16.7   2.3 17.1

가족 간병비  0.5    1.2    5.0 0.5    2.2    2.9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제도

총계 670 8 54 104 86 40 163 175 40 668 22 118 194 91 26 94 89 34
없음 55.1 100.0 74.1 62.5 11.6 100.0 85.9 37.7  55.5 100.0 89.0 48.5 7.7 100.0 75.5 48.3 8.8
정시 퇴근제 24.0  11.1 13.5 37.2  6.7 40.6 67.5 23.8  3.4 28.9 49.5  12.8 31.5 41.2
리프레시 

휴가
13.1  11.1 17.3 29.1  4.9 15.4 10.0 12.9  7.6 17.5 20.9  5.3 11.2 26.5

가족초청행사 7.6  3.7 6.7 20.9  2.5 6.3 22.5 7.6   5.2 20.9  6.4 9.0 23.5
배우자  

전근시 이동
0.1    1.2     0.1    1.1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제도

총계 680 8 54 107 87 40 166 178 40 679 22 119 196 91 26 98 92 35
경조금휴가 

지원
69.6  59.3 94.4 90.8  48.2 81.5 90.0 69.8  49.6 88.3 90.1  52.0 83.7 91.4

없음 27.1 100.0 40.7 4.7 2.3 100.0 50.6 12.9  27.0 100.0 49.6 9.7 2.2 100.0 46.9 9.8  
커플매니징 1.3    2.3  0.6 3.4  1.3  0.8 1.0 1.1   4.3 2.9
사내 예식장 1.3   0.9 3.4  0.6 0.6 7.5 1.2    4.4  1.0 1.1 5.7
사내커플 

지원
0.7    1.1   1.7 2.5 0.7   1.0 2.2   1.1  

가족

친사회

공헌제도

총계 668 8 52 105 86 40 162 175 40 664 22 118 191 91 26 91 91 34
없음 61.7 100.0 92.3 78.1 20.9 100.0 88.9 39.4 7.5 61.9 100.0 90.7 58.1 15.4 100.0 87.9 48.4 20.6
임직원  

봉사활동
35.8  5.8 21.9 72.1  11.1 58.9 75.0 35.5  8.5 40.8 74.7  12.1 50.5 67.6

다문화 

가정지원등
2.5  1.9  7.0   1.7 17.5 2.6  0.8 1.0 9.9   1.1 11.8

둘째로 미혼과 여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개수에 따라 고출산 의지가 

어떤 경향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고출산 의지는 경로분석에서 고출산

의 측정변수로 사용된 희망자녀수와 보육시간 증가, 결혼가치 에 한 

응답치를 사용하 다. 우선 결혼유무에서 기혼들은 가족친화제도 이용개

수가 증가할수록 희망자녀수와 보육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미

혼들은 희망자녀수와 결혼 의 응답에서 가족친화제도 이용개수가 커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성별에서도 남성

들은 가족친화제도 이용개수가 증가할수록 희망자녀수와 보육시간, 결혼

의 평가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여성들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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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유무 성별

전체
기혼 미혼

전체
남 여

無 1~2 3~5 6~9 無 1~2 3~5 6~9 無 1~2 3~5 6~9 無 1~2 3~5 6~9

표본수 692 9 56 107 87 44 171 178 40 691 26 121 196 91 26 104 92 35

희망자녀수 1.95 1.67 1.97 1.95 2.06 2.06 1.87 1.89 2.31 1.95 1.71 1.86 1.89 2.14 2.31 1.92 1.92 2.10

보육시간 2.85 2.71 2.70 2.54 3.26 . . . . 2.84 2.67 2.83 2.57 3.34 3.00 2.29 2.25 3.06 

결혼관 3.63 . . . . 3.73 3.54 3.64 3.90 3.62 3.89 3.75 3.73 4.19 3.67 3.27 3.48 3.17 

〈표 4-7〉가족친화제도 이용수 대비 고출산 의지

(단위: %)

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가족친화제도가 기업 내 존재하더

라도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이용수가 어 고출산에 한 의지가 증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단되었다.

셋째는 미혼과 여성의 고출산 의지가 낮은 이유를 업무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업무방식은 크게 자 업자형과 문가형, 건설 장형, 제조

공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경로분석을 한 자료수집 

시, 업무방식에 한 응답도 같이 진행하 다. 자 업자형은 과업의 처

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업무방식을 지칭하

며, 문가형은 과제별로 이 구성되고 특정 역에 한 업무만을 담당

하는 업무방식을 의미한다. 건설 장형은  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완결하되 다른 에게는  향을 주지 않는 업무방식을 의미하며, 

제조공장형은 특정 의 업무가 단되면 공장처럼 다른 의 업무가 멈

추는 업무방식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결혼유무와 성별에 계없이 3명이

상의 희망자녀를 원하는 직장인들은 문가형 업무방식 비 이 높았다. 

그런데 2명 미만의 희망자녀를 원하는 직장인들  미혼들은 제조공장

형 업무방식 비 이 기혼보다 높았고, 여성들은 건설 장형 업무방식의 

비 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84∙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단위: %)

구분 전체

결혼유무

전체

성별

기혼 미혼 남 여

0명 1~2명
3명 

이상
0명 1~2명

3명 

이상
0명 1~2명

3명 

이상
0명 1~2명

3명 

이상

총계 588 1 153 24 2 333 75 587 2 303 56 1 184 41

전문가형 57.5 - 61.4 79.2 100.0 51.7 68.0 57.2 50.0 53.1 62.5 100.0 57.1 80.5

자영업자형 15.5 100.0 17.0  8.3  - 15.6 13.3 15.7 50.0 17.8 16.1  - 13.0  9.8

건설현장형 13.4  - 12.4  8.3  - 15.0 10.7 13.6  - 12.5 12.5  - 17.9  4.9

제조공장형 13.6  -  9.2  4.2  - 17.7  8.0 13.5  - 16.5  8.9  - 12.0  4.9

〈표 4-8〉고출산 의지 대비 업무 방식

(단위: %)

구분 전체

결혼유무

전체

성별

기혼 미혼 남 여

자영

업자

전문

가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자영

업자

전문

가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자영

업자

전문

가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자영

업자

전문

가

건설

현장

제조

공장

총계 378 21 110 14 8 29 127 31 38 381 30 121 21 30 21 118 25 15

눈치 때문에 31.5 52.4 29.1 57.1 12.5 37.9 27.6 45.2 18.4 31.8 40.0 26.4 42.9 20.0 52.4 29.7 60.0  6.7

일이 많음 29.6 33.3 28.2 14.3 37.5 24.1 28.3 25.8 47.4 29.7 33.3 34.7 19.0 53.3 19.0 22.0 24.0 33.3

제도 없음 22.8  9.5 20.0 14.3 12.5 27.6 27.6 25.8 21.1 22.6 16.7 19.8 38.1 16.7 23.8 28.0  8.0 26.7

기타 10.1  4.8 14.5 - 12.5  6.9 11.0  3.2  7.9 10.0 10.0 11.6  -  3.3  - 14.4  - 20.0

불이익 6.1  -  8.2 14.3 25.0 3 .4 5.5  -  5.3  6.0 -  7.4  -  6.7  4.8  5.9  8.0 13.3

〈표 4-9〉업무방식 대비 가족친화제도 이용률 차이 

마지막으로 업무방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한 차이 이유를 

살펴보았다. 출산의지가 낮은 미혼의 제조공장형 근무방식 직장인들의 

경우 일이 많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47.4%로 

다른 유형의 업무방식 직장인들보다 높았다. 그리고 출산의지가 낮았던 

여성의 건설 장형 근무방식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상사나 동료들의 

치 때문에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다른 업무방식의 직장인들의 의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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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족친화문화가 고출산 의지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어 고출산 의지가 상

으로 높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은 이유는 미

혼의 경우, 제조공장형의 업무방식으로 인한 일의 과  때문이었으며, 

여성들의 경우는  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장형 업무방식으로 인한 

상사나 동료의 치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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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제5장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출산 고령화 상을 감소시키기 해 도입된 지 5

년을 맞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 검을 통해 제도의 확산을 한 정

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보육과 여성, 소비재 심의 기업 심으로 구축된 가족친화인증제

도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남성 직장인들과 기업의 경 주 그리고 소

기업에게 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안으로서 조직 신 개념인 GWP

를 가족친화문화형성의 원인변수로 도입함과 동시에 매개변수로 새롭게 

고용안정성을 도입하여 출산 감소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

과 GWP가 가족친화문화 형성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향과 더불어 

출산 상을 직간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확산을 한 정책  방향

을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으로 설정하 다. 첫째는 가족친화제도 확산

의 양  확 와 가속화이다. 둘째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질  확산과 정

책 효율성 측면이다. 이러한 아래 본 연구에서는 양 확   가속

화와 련하여 2가지 정책과제를, 그리고 질  확산과 정책의 효율성 증

 측면에서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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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1: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양적 확산과 부처 간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계방안을 구축

성과측면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의 하나는 인증 

기업의 수가 다는 것과 공공기업 등 기업 심으로 제도가 확산되

는 등 인증기업의 성격이 편 되어 있다는 이다. 더불어 소기업의 

수가 모집단 비 고, 기업의 주력 사업군도 소비재 심이라는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이와 련하여 재 지식경제부는 청년실업 감소를 

해 지방의 우수한 청년들과 우수 소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일하기 좋은 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포함된 기

업들에게서 가족친화제도 활용 등 가족친화문화와 고용안정성이 상당부

분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의 일하기 좋은 기업 부분이 소기업이면서 간재 생산기업들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부족한 기업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식경제부와 홍보사업 연계를 통해 각 사업의 효익을 극

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는 소기업 등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양 확 를 추구하고 지식경제부에

서는 청년실업 감소에 참여한 일하기 좋은 기업들에게 매출액 향상을 

한 후 효과로 가족친화기업의 인증이라는 혜택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2: 일반기업과 대국민에 대한 가족친화제도 홍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축

 

재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 홈페이지와 한국능률 회인증원의 홈

페이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에 한 홍보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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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홍보의 상이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기

업, 그리고 련 정보를 찾고자하는 학생 등 그 상이 소하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기업 등 일반기업과 국민들에

게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인식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이런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

이 고려된 략  마  커뮤니 이션 방안의 구축과 실행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

이 있는지를 소구하는 차별  소구 을 결정(Unique Selling Point)해야 

할 것이다. 차별  소구 의 경우, 기존의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입장

에서 보면 비용 인 측면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오해가 존재한

다는 에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인재확보  임직원 충성도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 이고 지속 인 생산성 증가를 유도하는 GWP

가 강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인식을 기업 경 주에게 집

으로 소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차별  소구 을 달할 것인가 하는 

양 인 인지도 측면과 얼마나 강력한 인상을 홍보 상자에게 심어  것

이냐 하는 질 인 문제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인터넷 홈페이지 

심의 홍보 략은 양  측면과 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질  

측면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정확성이 높겠지만 일반기업과 국민들에게 강

력한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주요 경제

지와의 연계를 통해 ‘가족친화기업 100’과 같은 홍보방안을 모색할 만

하다. 매년 미국 포춘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 100’에 

포함된 기업은 일반  문 투자자들의 투자 상군으로 선정되어 자

조달이 용이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매출액이 지속 으로 상승

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순 를 결정

하는 방식은 각 기업의 경쟁력을 일반인들에게 무의식 으로 인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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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 이라는 측면에서 질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 5-1〕미국 포천지의 일하기 좋은 기업의 홍보 

정책과제 3: 기업 경영주에게는 경쟁력 측정을 위해, 정책측면에서는 

저출산 감소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를 보완 

 가족친화기업 인증지표상에서 언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은 

기업의 경 주와 정책실행자인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락되

어 있다는 이다. 우선 기업 경 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심

사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 부족하

다. 비록 지표구성에서 기업문화인 가족친화문화 측정을 해 경 자의 

리더십과 8개 가족친화문화 실행 로그램에 한 이용활용도 그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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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친화제도에 한 소통 활용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완지표로 실행

로그램을 평가한 임직원들의 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설정은 결국에 경 주들에게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 강

화보다는 비용 심의 투자 사업이라는 인식을 유발시키기에 합하다. 

한 후발 경제 개발국 기업들이 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로벌 경

제에서의 한국기업의 치를 공략하는 등 생존을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 주 입장에서 보면 일과 가족의 양립과 

출산 감소를 한 가족친화제도에 자 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가 종업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조직

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인식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안의 지표설정에서 GWP의 

신뢰와 재미, 자부심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보완하고 기업들에게 

GWP로 인해 형성된 가족친화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효

과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책실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한 가족친화문화 실행 로그램에 한 이용활용성과 만족도 등이 존재하

지만 출산 감소 정책으로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

표는 부재하다. 가족친화제도의 설립목 이 국민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출산 감소를 한 것이라

면 직 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출

산 상을 측정하는 지표의 포함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제도도입을 추진한 기업들

의 경우, 기업에 한 직원들의 충성도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  목 이 

더욱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지표설정과 포함이 크게 문제시 될 것으로는 

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출산 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포함에 부담을 느낀다면 인증에 필요한 수부여 지표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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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지표로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제도가 출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표로는 고용안정성과 

보육시간 증가율, 그리고 출산율과 결혼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성의 경우,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연

구결과와 출산의지를 증가시키는데 고용안정성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 시 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림 5-2〕가족친화인증 지표의 보완

정책과제 4: IT 등 벤처기업과 신생 중소기업으로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가산점 부여방식 도입을 추진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혜택범 가 기업의  사원을 상으로 하고 있

지만 출산 감소 정책의 주요 상이 2~30 의 미혼  기혼 직장인이

라는 을 고려할 때 이들의 출산의지를 높이려는 기업의 노력은 감안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혼과 여성들의 경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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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친화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자신들과 상 없는 로그램들이 기혼 

비 상 으로 많이 존재하며, 이용하고 싶어도 업무의 과 과 업무방

식으로 인한 상사  동료들의 치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 등 2~30  직장인들이 많은 기업

과 이들의 출산 감소를 한 기업 내 노력에 해 가족친화인증 평가 

시, 가산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한

편 2~30  직장인들을 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률 제고 노력에 한 

가산  부여는  제도상에 존재하는 기업 심의 제도 확산의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 IT강국인 한국의 경우, 타 국

가에 비해 상 으로 많은 IT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IT기업들

의 직장인들의 상당 부분이 출산 정책의 주요 상군인 2~30  남녀 

직장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보완은 단순히 인증을 한 평가지표

로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재심사과정에서도 지속 으로 모니터링 되

어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감소라는 정책을 달

성하기 해서는 장시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제 5: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기업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

기존에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에 있어서 그 성과가 미흡했던 이유 의 

하나로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 가 상 으로 다는 지 이 문가들을 

심으로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2년 6월 각 

부처와의 의를 통해 기존의 5개 기 , 8개 사업에 불과하던 기업 인

센티  방안을 17개 기 , 44개 사업으로 확 하 다. 이번 조치는 가족

친화인증기업의 확산을 해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 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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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에서는 정 이지만 다소 아쉬운 은 

정부사업을 통해 매출향상을 추진 인 기업들에게 가  부여방식의 지

속과 자 융통을 한 리 우 방식 등 단기 인 자 운 과 련된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다. 그 이유는 일반 으로 기업들이 조

직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유치하는 경우, 단기 인 효과 보다는 장기

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

여 추가 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인센티  지원방안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 기업에게 조직문화 진단 등의 경 컨설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자체 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경쟁력제고 방안  상

당부문이 기업의 조직문화와 련된 부분이고, 이 요성에 비해 정기

으로 조직문화진단을 하여 매년 산확보를 집행한다는 것이 기업입장

에서는 실 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문화진단의 경우, 자 력

이 풍부한 기업보다 소기업의 경우 실시하는데 더욱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가족친화제도 인증시 과 모니터링 시 에

서 정기 으로 분석된 조직문화 컨설  자료를 기업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정부사업의 효과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상호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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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기업 종류 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② 지식경제부 ‘일하기 좋은 기업’

1.2 주력 생산 제품 
① 소비재( 자통신/ 융보험/미용/유통/의료/의약/육아/교통운수/제조/식품/기타)) 

② 간재(건설/자재/에 지/화학/철강기계/반도체/기타(          )) 

1.3 귀하의 연령은? ① 20     ② 30    ③ 40 (응답 단: 본설문은 2~30  직장인 상입니다) 

1.4 임직원 규모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② 상시근로자 100~300인 이하  ③ 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1.5 기업명  소재지 ① 기업명(    )  ② 소재지(    )   

부록

문1. 먼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업에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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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은 가족친화문화를 해 정부가 기업에게 추천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다음의 제도  귀하께서 한번이라도 이용하셨

거나 재 이용하고 계신 로그램이 있다면 1개만 선정해 √

표해 주세요.
가족친화제도 

구분
련 로그램

근로자 건강 리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

 ① 건강 리지원    ② 근로자 상담제도  ③ 상담실 운   
 ④ 부부/부모교육   ⑤ 은퇴지원제도   ⑥ 의료비 지원   ⑦ 없음

본인  배우자 
출산지원 제도 

 ① 법정기  과휴가  휴직제도  ② 출산 축하   
 ③ 임신  태아검진 련 지원     ④ 없음  

근로자 자녀 양육 
 교육 지원제도

 ① 보육시설  보육비  ② 보육정보  자녀교육 로그램 지원 
 ③ 자녀학자   지원    ④ 없음

탄력  
근무시간제도

 ① 선택  근로시간제   ② 단시간근무제  ③ 자율출퇴근제
 ④ 집 근무제          ⑤ 직무공유제    ④ 없음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제도

 ① 원격근무제          ② 재택근무      ③ 모바일 오피스
 ④ 스마트워크          ⑤ 없음

가족간호  
가족건강 지원 제도

 ① 간병/가족간호휴직   ② 가족 간병비 지원 ③ 가족건강검진
 ④ 가족의료비 지원 등  ⑤ 없음

가족 계증진  
여가생활 지원 제도

 ① 정시 퇴근제         ② 가족 청행사    
 ③ 배우자  타지역  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④ 리 시 휴가 지원 등 ⑤ 없음

결혼장려  가족 
경조사 지원 제도

 ① 사내커  지원       ② 커 매니징 서비스 
 ③ 력 식장/사내 식장 지원
 ④ 경조  지원, 경조휴가 등  ⑤ 없음

가족친화 사회공헌 
제도

 ① 소외계층 가정을 한 임직원 주말 사활동
 ②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생활정착 로그램  ③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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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은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회사 내 경 진, 상사, 그리고 평가

제도에 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질문들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름/
해당
없음

믿음

1) 경 진은 직원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회

사정보를 많이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경 진은 직원들에게 항상 명확하고 일

된 비 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경 진은 항상 일 성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다.
① ② ③ ④ ⑤ ⑧

존

4) 상사는 나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해주는데 많은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5) 상사는 나에게 일정한 업무 의사결정권한

을 부여하는 등 력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⑧

6) 상사는 직장 부하인 나에게 인간 인 배

려와 존 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공정성

7) 우리 회사는 공평한 성과보상과 복리후생

제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8)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차별 없는 고용과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9)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

이동과 배치를 실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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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다음은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일과 부서, 그리고 회사에 한 

자부심을 측정하는 질문들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여 귀하

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름/
해당
없음

1) 나는 회사내서의 나의 직무와 성과에 

하여 자부심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나는 우리 부서/ 의 업 에 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나는 우리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문5. 다음은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회사생활의 재미를 측정하는 질

문들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

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름/
해당
없음

1) 동료들 간에 개인의 개성과 상 방을 배려

하는 분 기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동료들 간에 우호 이며 개방 인 분 기

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동료들 간에 ‘우리는 하나’라는 가족 분

기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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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다음은 귀사 내 가족친화문화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들입

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기

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름/
해당
없음

1) 우리 회사 경 진은 가족친화경 에 한 

심과 추진의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 련 제도를 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나는 우리 회사의 가족친화 련 제도에 

해 반 으로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문7. 다음은 귀하계서 느끼시는 귀사의 고용안정성에 한 질문들

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모름/
해당
없음

1)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다.
① ② ③ ④ ⑤ ⑧

2) 작년 1년 동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동료가 내 부서에는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⑧

3) 향후 10년 동안 나는 지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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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결혼 과 자녀 에 한 질문들입니다. 

문8. 귀하께서는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①  기혼 (문 9로)   ②  미혼 (문 10으로)

문9. (기혼자만) 재 맞벌이를 하고 계신지요?  
     ①         ② 아니오

     문9-1(기혼자만) 재 자녀는 몇 명이신지요?  
      ______ 명(1명 이상은 문 9-2로, 0명은 문 9-3으로)
     문9-2(기혼자, 有자녀만) 회사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후 

귀하는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①  늘지 않았다 ② 늘지 않은 것 같다 ③ 도입 과 같다 

④ 늘은 것 같다 ⑤ 꽤 늘었다

     문9-3(기혼자 모두) 향후 자녀가 몇 명이길 바라시나요? 
____________명(문 17로) 

문10. (미혼자만) 그럼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 ⑤ 매우 동의한다

문11. (미혼자만) 그럼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 편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 ⑤ 매우 동의한다

     문11-1(미혼자만) 만약 자녀를 가지신다면 몇 명을 가지고 

싶으신 가요? 
      __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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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특성과 업무방식에 한 

질문들입니다. 

문1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다음의 4가지 특성 유형  귀사는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개만 선택해주시기 바랍

니다. 
  ① 성장잠재형(우리 회사는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독보 인 

기술이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다)

  ② 인재육성형(우리 회사는 직원을 최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장기 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③ 고용안 형(우리 회사는 경 이 어렵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④ 근로조건 우수형(우리회사는 직원 여와 복리후생이 타 

기업보다 우수한 기업이다)  

문13. 귀하께서는 다음의 4가지 업무방식  평상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① 자 업자 형(과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업무방식)

② 문가   형(과제별로 이 구성되고, 특정 역에 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업무방식) 

③ 건설 장 형(  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완결하되, 다른 

에게는  향을 주지 않는 업무방식)

④ 제조공장 형(특정 의 업무가 단되면 공장처럼 다른 의 

업무가 멈추는 업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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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 만약 귀하께서 1달 정도 휴가를 얻어 쉰다면, 귀사의 업무

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체인력이 없어 회사의 반 인 업무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② 체인력은 없지만 회사의 반 인 업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③ 체인력이 있지만 회사의 반 인 업무 진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④ 체인력이 있어 회사의 반 인 업무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15. 귀사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 이용률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의 문항  그 주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경험정도를 

고려해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로그램은 많아도 막상 이용할 제도가 없다. 

 ②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이 많아 이용할 수가 없다. 

 ③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상사나 동료들의 치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

 ④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월 이 어지거나, 승진 락 등 

불이익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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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출산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하나만 선택

해 주세요.
  ① 주택마련  결혼비용 등 경제  부담 때문 

  ② 비정규직 양상, 일자리 부족 등 고용안정성 악화 

  ③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독신생활의 확산 등 직장인들의 

라이 스타일 변화

  ④ 야근 등 기업의 장기 근로문화로 인한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⑤ 사교육 비 등 자녀에 한 막 한 양육 비용

  ⑥ 기타(                            ) 

※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 신상에 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          세)

 문18. 귀하의 학력은?

   ① 졸이하  ② 고졸  ③ 문 졸  ④ 졸   ⑤ 학원 졸

 문19. 귀하의 주거형태는?

   ① 월세  ② 세  ③ 주택소유  ④ 기타(             )

 문20. 귀하의 직 은? 

   ① 사원  ② 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문21.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직장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

었나요?  (         년)

♥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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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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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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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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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신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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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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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평가및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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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고령사회정책:유럽국가의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구축및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
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과자녀의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2012년 아시아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연구(3년차)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욕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ㆍ조세정책 정립 방향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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