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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 3 ∙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조사는 워킹대디의 근로환경과 양육실태, 관련 욕구파악을 위해 11월 22~24일간 

만9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워킹대디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정책수립, 사업수행 근거자료 생산 위해 21년 1차 워킹맘 조사와 비교분석 예정

⧠ 본 조사의 조사 대상자는 워킹대디(working daddy)라 칭하였다. 

○ ‘워킹대디(working daddy)’라는 용어가 ‘워킹맘(working mother)’보다 

드물게 사용된 이유로, 어머니가 느끼는 일-가정 간의 갈등을 아버지는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었으나(Levine & Pittinsky, 1997; 

Brownson, 2001: 46-471)에서 재인용) 1993년 미국의 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force Survey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일-가정 간 갈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남(Brownson,  2001: 46-47)

○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는 달리 남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가정 간 갈등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invisible dilemma)가 된 이유는 남성들이 조직 분위기, 미디어,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갈등을 언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Brownson, 2001: 46-47)

○ 즉 ‘육아대디(parenting daddy)’가 아닌 ‘워킹대디(working dadd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가정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상호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일･가정양립 균형에 대한 담론에서 일하는 아버지 즉 

워킹대디를 논외로 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Levine & Pittinsky, 1997: 5; 

Goldstein-Gidoni, 2018: 3642)에서 재인용), 성평등 관점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의 대상자를 ‘워킹대디(working daddy)’라 정의함

1) Brownson, C. G. (2001). Working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ing: An Exploration of dominant 

discourses and paternal participation, Dissertation, Ph.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 Goldstein-Gidoni, O. (2018). ‘Working fathers’ in Japan: Leading a change in gender relations?, 

Gender Work Organs, 27: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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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조사) 고찰 (연도순 나열)

보고서 및 논문
(저자, 발행연도)

주요문항
(조사내용 중심)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
-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지영숙, 이태진(200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여성의 경우 사회친목지향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어릴수록 교육체험지행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함
- 가족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장애요인 8가지 중 ‘마음의 여유가 

없음’을 장애로 인식한 경우 모든 유형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6)

-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주변 지인(53.1%), 부모(16.9%), 
인터넷(15.6%) 순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주중과 주말 각각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주중 5.4시간, 주말 4,0시간이며 아버지의 경우 주중 
2.9시간, 주말 3.7시간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기업특성별로 일･가정양립 기업문화를 평가하자 업종별로는 
공공행정부문, 교육, 금융 순으로 점수가 높음 

- 일･가정양립관련 변수들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및 애착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본 검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교육, 일반인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이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2019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 2020.7.16.~9.30까지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097개 
표본사업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종별로는 
공공부문이 많은 업종의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경우 29.7%가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응답함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Greenberger, E., & O’Neil, R. 

(1993).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181-197)

-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상사와 동료가 직장생활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지, 의지할 수 있는지, 경청하는지 등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는 역할갈등, 분노, 우울 등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

- 남성의 웰빙이 상사나 동료의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사의 지지는 여성의 웰빙 중 역할긴장과 우울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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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논문
(저자, 발행연도)

주요문항
(조사내용 중심)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Thomas, L. T., & Canster, D. 
C. (1995),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6-15)

-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398명 의료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 
탄력적인 스케줄 조정, 일･가정양립에 지지적인 상사는 업무와 
집안일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가정의 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다면 근로자들은 업무-가정생활 간 갈등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he effects of 
family-supportive work 

environment on work-to-family 
conflict, family-to-work 
conflict, and emotional 

exhaustion. Does income level 
matter?

(Ozeki, C. (2003). Dissertation,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 근로자 2,877명 대상 조사 결과, 좀 더 지지적인 환경의 조직에서 
일한 응답자는 업무로 인한 가정의 갈등(work-to-family 
conflict, ex. 업무로 인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을 덜 경험
하고 정서적 소모의 수준도 더 낮음

- 지지적인 상사와 가족의 일을 우선시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
지 않는 문화적 규범은 가족으로 인한 업무 갈등(family-to-work 
conflict, ex. 노부모를 돌보느라 업무 일정을 준수하지 못함)을 
덜 경험하고 이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

A Study of Work-Family 
Enrichment among Chinese 
Employees: The Mediating 

Role between Work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Tang, S., Siu, O,, & Cheung, 
F. (2014),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63(1): 

130-150)

- 근로자 543명 대상 조사 결과, 업무-가족 강화요인(work-to-fam-
ily enrichment)은 직장 지원(상사의 지지, 조직의 지원)과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CEO와 HR 부서의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상사의 지원, 
조직의 지원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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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실시

⧠ 본 조사는 워킹대디의 근로환경과 양육실태, 관련 욕구파악을 위해 기획자문회의, 

워킹대디 당사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한 문항으로 실시함

⧠ 조사는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조사로 개발하고 조사의 목적에 따라 본 조사의 

대상자는 ‘만 0~9세의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가 있는 워킹대디’로 정함

⧠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사전문업체(씨에스넷)를 통해 진행함

○ 조사응답자는 총 1,113명으로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연령대는 20~50대 이상 

내에 분포되어 있음

○ 막내자녀(만 0~9세)의 연령 구분에 따른 표본 할당은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7:3으로 정하였음3)

○ 온라인 조사에 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특정 직종(ex. 임금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등)의 응답자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비율을 최소한 

10.0%로 표집하고자 하였음  

○ 조사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 62.8%, 중소도시 30.4%, 읍면부 

6.8%이며, 서울 거주자 2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1.7% 순임

 <표 2> 조사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

3) 워킹맘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저출산인식조사 ‘코로나19와 워킹맘의 양육실태’ 조사 당시 사용하였던 

막내자녀 연령구분에 따른 비율 배분을 이번 워킹대디 대상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비율 100.0 25.4 6.3 6.2 4.9 3.3 5.8 2.5 .3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21.7 2.1 2.4 4.4 2.1 2.2 4.4 5.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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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구성

⧠ 본 조사를 통해 워킹대디의 양육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워킹대디가 자녀양육과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방향에서 설문 영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양육실태) 최근 2달 동안의 양육실태, 육아에 대한 인식과 참여, 양육관련 자원, 

일･가정양립 실태

－ (기타) 미래의 자녀계획

－ (일반사항) 연령, 학력, 거주지역, 지역규모, 직업관련(종사상지위, 직업분야, 

직장규모, 월평균소득)

○ (양육실태) 워킹대디의 최근 2달 동안의 육아참여 수준, 배우자없이 혼자 

육아활동을 할 때의 자신감, 워킹대디가 주로 활용하는 양육관련 자원, 직장 및 

사업체의 일･가정양립 수준을 확인

○ (기타) 추후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

○ (일반사항) 워킹대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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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지 구성 및 주요 내용

대영역 세부영역 주요내용

양육실태

최근 2달 동안의 양육실태
- 주요 활용자원(평일/주말)
- 육아참여시간(평일/주말)
- 육아관련 도움/지원 요청상태

육아에 대한 인식과 참여

-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육아 관련 어려움
- 양육효능감(배우자없이 수행하는 육아관련 자신감)
- 자녀 돌봄관련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자가평가

양육관련 자원

- 긴급상황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
- 육아관련 정보 만족도
- 남성육아 관련정보 인지도(100인의아빠단, 남성육아 

지원 프로그램)
- 기타 워킹대디와의 교류
- (최근 2달 동안) 자녀돌봄 관련하여 자주 들었던 말
- 자녀돌봄 관련하여 응답자(워킹대디)가 듣고 싶은 말
- 자녀양육 관련 행복도
- 성평등인식

일･가정양립 실태

- 일가정양립 관련제도 이용 현황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경험 유무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추천 의향 여부
- 남성의 육아관련 인식
- 직장/상사/동료의 육아관련 인식
- 가족친화인증기업 유무
- 근로환경만족도

기타 - 미래의 자녀계획

일반사항

- 연령
- 학력
- 거주지역, 지역 규모
- 직업관련: 종사상지위, 직업분야, 직장규모,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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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특성

⧠ 본 조사 대상자는 자녀(막내자녀 연령이 만0~9세인 경우)를 양육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워킹대디 총 1,113명임 

○ 거주지역 크기는 대도시 62.8%, 중소도시 30.4%, 읍면부 6.8%로 분포함

○ 지역은 서울(25.4%), 경기(21.7%), 부산(6.3%), 대구(6.2%) 등 순임 

○ 연령대는 40대(53.0%), 30대(39.1%), 50대이상(6.2%), 20대(1.7%) 순임

○ 교육수준은 대졸(64.6%), 전문대졸(14.3%), 대학원이상(13.8%), 고졸(6.8%) 등 순임

○ 평균 자녀수는 1.66명이며 2명(51.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맞벌이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1.68명, 외벌이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1.63명임

○ 막내자녀(만0~9세)가 영유아(미취학 연령)인 경우가 68.6%, 초등학교 저학년(1~3

학년) 재학 중인 경우는 31.4%임

○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피고용자)가 88.9%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9.8%), 그 외 

종사자(1.3%) 순임

－ 직업은 사무종사자(55.8%), 전문가(11.6%), 관리자(7.5%), 기술공 및 준전문가

(5.8%), 서비스종사자(4.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7%) 등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소득은 300~400만원(30.0%), 400~500만원(26.2%), 200~300만원

(16.2%) 순임

－ 소득유형은 맞벌이가 62.3%, 외벌이가 37.7%임

○ 직장유형은 민간부문이 74.0%로 가장 많고 공공부문(15.5%), 민간-공공협력조직

(3.8%), 기타(3.5%),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NGO)(3.2%) 순임

제2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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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특성 비율 특성 비율

전체 100.0 종사상지위

거주지역크기   (고용원 X)자영업자 5.2

  대도시 62.8   (고용원 O)자영업자 4.6

  중소도시  30.4   임금근로자 88.9

  읍면부 6.8   그외종사자 1.3

지역 종사상지위(자영업자제외)

  서울 25.0   상용근로자 96.5

  부산 8.7   임시근로자 3.1

  대구 5.4   일용근로자 .4

  인천 7.6 직업

  광주 3.4   관리자 7.5

  대전 4.5   전문가 11.6

  울산 2.4   기술공및준전문가 5.8

  세종 .9   사무종사자 55.8

  경기 22.6   서비스종사자 4.9

  강원 1.9   판매종사자 3.6

  충북 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

  충남 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3.4

  전북 2.1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4.7

  전남 1.6   단순노무종사자 1.7

  경북 3.1   군인 .4

  경남 4.9 직장유형(임금근로자, 그외종사자 대상)

  제주 .6   민간부문 74.0

연령대   공공부문 15.5

  20대 1.7   민간-공공협력 3.8

  30대 39.1   비영리(NGO) 3.2

  40대 53.0   기타 3.5

  50대이상 6.2 월평균소득

교육수준   100만원 미만 .5

  무학/초교미만 .1   100~200만원 미만 1.6

  초졸 .1   200~300만원 미만 16.2

  중졸 .3   300~400만원 미만 30.0

  고졸 6.8   400~500만원 미만 26.2

  전문대졸 14.3   500~600만원 미만 11.7

  대졸 64.6   600~700만원 미만 4.9

  대학원이상 13.8   700~800만원 미만 2.5

자녀수   800만원 이상 6.4

  1명 41.5 소득유형

  2명 51.8   맞벌이 62.3

  3명 5.8   외벌이 37.7

  4명 .7 평균근무시간

  5명 .2   주 35시간미만 8.7

막내자녀구분   주 35~45시간미만 54.4

  영유아 68.6   주 45시간이상 36.6

  초등저학년 31.4   모름/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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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전체)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종사자 55.8%, 전문가 11.6%, 관리자 

7.5%, 기술공 및 전문가 5.8%, 서비스종사자 4.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7%, 판매종사자 3.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4%, 

단순노무종사자 1.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6%, 군인 0.4% 순임

－ (연령대) 20~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사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녀수) ‘2명’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그중 사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가 영유아인 응답자가 더 많고 그중 사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소득유형) 맞벌이가정이 더 많고 그중 사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민간부문 근로자가 가장 많고 그중 사무종사자 비율 가장 높음

<표 5> 응답자의 직업*

(단위: 명, %)

N 1 2 3 4 5 6 7 8 9 10 11 계
전체 1,113 7.5 11.6 5.8 55.8 4.9 3.6 .6 3.4 4.7 1.7 .4 100.0
연령대
  20 대 19 .0 15.8 .0 47.4 21.1 5.3 .0 .0 5.3 .0 5.1 100.0
  30 대 435 5.1 14.0 7.4 53.8 5.5 3.0 .9 2.8 6.0 1.1 .4 100.0
  40 대 590 8.3 9.7 5.3 59.3 4.1 3.7 .5 3.7 3.4 1.9 .1 100.0
  50 대이상 69 17.4 11.6 2.9 40.6 4.3 5.8 .0 5.8 7.2 4.3 .0 100.0
자녀수 　 　 　 　 　 　 　 　

  1 명 462 6.9 12.3 4.3 56.3 5.8 3.2 .6 4.1 4.3 1.5 .7 100.0
  2 명 576 6.4 10.9 6.6 56.9 4.5 3.6 .7 2.6 5.2 2.1 .5 100.0
  3 명 65 18.5 13.8 10.8 41.5 1.5 4.6 .0 6.2 3.1 .0 .0 100.0
  4 명 8 12.5 .0 .0 62.5 12.5 12.5 .0 .0 .0 .0 .0 100.0
  5 명 2 50.0 .0 .0 50.0 .0 .0 .0 .0 .0 .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7.2 11.8 5.9 55.8 6.2 3.0 .5 2.6 4.6 2.0 .4 100.0
  초등저학년 350 8.0 11.1 5.7 55.7 2.3 4.9 .9 5.1 4.9 1.1 .3 100.0
소득유형 　 　 　 　 　 　 　

  맞벌이 693 7.1 12.1 5.9 56.6 5.5 3.9 .7 3.6 3.6 0.9 .1 100.0
  외벌이 420 8.1 10.7 5.7 54.5 4.0 3.1 .5 3.1 6.4 3.1 .8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824 8.9 10.7 5.2 58.3 2.7 3.9 .4 3.5 5.2 1.2 .0 100.0
  공공부문 173 2.3 16.2 7.5 52.6 13.3 .6 .6 1.2 1.2 2.3 2.2 100.0
  민간-공공협력 42 7.1 7.1 9.5 38.1 11.9 4.8 4.8 9.5 7.2 .0 .0 100.0
  비영리(NGO) 36 .0 16.7 8.3 61.1 5.6 2.8 2.8 .0 .0 2.7 .0 100.0
  기타 38 7.9 10.5 5.3 31.6 7.9 10.5 .0 7.9 10.5 7.9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제공용)을 참조함). 

1=관리자, 2=전문가, 3=기술공및전문가, 4=사무종사자, 5=서비스종사자, 6=판매종사자, 7=농림/어업숙련

종사자, 8=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9=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0=단순노무종사자, 11=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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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상지위

○ (전체) 임금근로자가 88.9%로 가장 많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6%, 그 외종사자 1.3% 순임(‘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0명이므로, 이 항목은 제외하고 작성함)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녀수)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모두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소득유형) 맞벌이, 외벌이의 경우 모두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모든 직장유형에서 임금근로자(피고용자) 비율이 가장 높음

<표 6> 응답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명, %)

N (고용원X)자영업자 (고용원O)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그외종사자 계

전체 1,113 5.2 4.6 88.9 1.3 100.0

연령대

  20대 19 21.1 5.2 73.7 .0 100.0

  30대 435 3.9 3.7 91.3 1.1 100.0

  40대 590 4.1 4.9 90.3 .7 100.0

  50대이상 69 18.8 7.2 66.7 7.3 100.0

자녀수 　 　 　 　 　

  1명 462 5.2 4.1 88.5 2.2 100.0

  2명 576 4.7 4.9 89.9 .5 100.0

  3명 65 7.7 6.2 84.6 1.5 100.0

  4명 8 25.0 .0 75.0 .0 100.0

  5명 2 .0 .0 100.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2 4.2 89.5 1.1 100.0

  초등저학년 350 5.1 5.4 87.7 1.8 100.0

소득유형 　 　 　 　 　

  맞벌이 693 4.3 4.0 89.0 2.6 100.0

  외벌이 420 5.8 4.9 88.9 .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824 3.8 4.9 90.9 .4 100.0

  공공부문 173 5.2 1.2 91.3 2.3 100.0

  민간-공공협력 42 16.7 7.1 73.8 2.4 100.0

  비영리(NGO) 36 5.6 2.8 86.1 5.5 100.0

  기타 38 23.7 13.2 55.3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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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사업체) 유형

○ (전체) 민간부문 근로자가 74.0%로 가장 많고, 뒤이어 공공부문 15.5%, 

민간-공공협력조직 3.8%, 기타 3.5%, 비영리(NGO) 3.2% 순임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민간부문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녀수)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모두 민간부문 근로자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민간부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음

－ (소득유형) 맞벌이, 외벌이의 경우 모두 민간부문 근로자 비율이 높음

<표 7> 응답자의 직장(사업체) 유형*

(단위: 명, %)

N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공공

협력
비영리
(NGO)

기타 계

전체 1,113 74.0 15.5 3.8 3.2 3.5 100.0

연령대

  20대 19 63.2 21.1 10.5 5.2 .0 100.0

  30대 435 71.0 19.3 4.6 2.5 2.6 100.0

  40대 590 77.3 13.2 2.9 3.7 2.9 100.0

  50대이상 69 68.1 10.1 4.3 2.9 14.6 100.0

자녀수 　

  1명 462 74.7 15.4 3.2 3.0 3.7 100.0

  2명 576 72.2 16.8 4.3 3.3 3.4 100.0

  3명 65 83.1 6.2 3.1 4.6 3.0 100.0

  4명 8 87.5 12.5 .0 .0 .0 100.0

  5명 2 100.0 .0 .0 .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70.4 18.3 4.3 3.5 3.5 100.0

  초등저학년 350 82.0 9.4 2.6 2.6 3.4 100.0

소득유형 　

  맞벌이 693 72.6 17.5 4.6 3.3 2.0 100.0

  외벌이 420 76.4 12.4 2.4 3.1 5.7 100.0

* 응답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유형을 묻는 문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7)의 제5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제공용)을 

참고하였으며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응답자에게 제시하였음. 

- 민간부문: 정부 관련 조직이 아닌 민간 소유의 회사/조직 

- 공공부문: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국가 소유의 학교･병원･대학 등

- 민간-공공협력조직: 정부/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도 투자되어 있는 공기업 

- 비영리(NGO): 국가 소유가 아니면서 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대한적십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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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 (전체) 300~400만원 미만 30.0%, 400~500만원 미만 26.2%, 200~300만원 미만 

16.2%, 500~600만원 미만 11.7%, 800만원 이상 6.4%, 600~700만원 미만 4.9%, 

100~200만원 미만 1.6%, 100만원 미만 0.5% 순임

－ (연령대) 20대 200~300만원 미만(42.1%), 30대 300~400만원 미만(34.9%),  

 40~50대 이상은 400~500만원 미만이 각 30.0%, 23.2%임

－ (자녀수) 1~2명인 경우 300~400만원 미만이 각 31.0%, 30.2%로 비율이 높고, 

3명인 경우 300~400만원 미만(23.1%), 500~600만원 미만(20.0%) 순임.     

 4명인 경우 400~500만원 미만이 50.0%이며, 5명인 경우 300~400만원 

미만이거나 800만원 이상에 속함  

－ (막내자녀 구분) 300~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각 30.3%, 29.4%로 가장 높음

－ (소득유형) 맞벌이, 외벌이 모두 300~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비율이 각 29.

6%, 30.7%로 가장 높음

<표 8> 응답자의 월평균소득* 

(단위: 명, %)

N 1 2 3 4 5 6 7 8 9 계
전체 1,113 .5 1.6 16.2 30.0 26.2 11.7 4.9 2.5 6.4 100.0
연령대
  20대 19 .0 .0 42.1 15.8 21.1 15.8 .0 .0 5.2 100.0
  30대 435 .0 1.4 19.3 34.9 21.8 9.9 3.9 .5 8.3 100.0
  40대 590 .7 1.0 13.2 28.0 30.0 12.9 5.8 3.7 4.7 100.0
  50대이상 69 1.4 8.7 14.5 20.3 23.2 11.6 5.8 5.8 8.7 100.0
자녀수 　 　 　 　 　 　 　 　 　 　

  1명 462 .4 3.2 18.0 31.0 24.5 10.6 4.3 2.4 5.6 100.0
  2명 576 .5 .3 14.8 30.2 28.5 11.6 5.2 2.6 6.3 100.0
  3명 65 .0 1.5 16.9 23.1 16.9 20.0 6.2 3.1 12.3 100.0
  4명 8 .0 .0 12.5 12.5 50.0 12.5 12.5 .0 .0 100.0
  5명 2 .0 .0 .0 50.0 .0 .0 .0 .0 50.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 1.2 18.6 30.3 25.6 10.6 4.2 2.1 6.9 100.0
  초등저학년 350 .3 2.6 10.9 29.4 27.7 14.0 6.6 3.4 5.1 100.0
소득유형 　 　 　 　 　 　 　 　 　 　

  맞벌이 693 .4 1.3 17.0 29.6 24.8 12.6 4.0 2.6 7.7 100.0
  외벌이 420 .5 2.1 14.8 30.7 28.6 10.2 6.4 2.4 4.3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다(해당 문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설문지(제공용)을 참조하였음).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600만원 미만, 7=600~700만원 미만, 8=700~800만원 미만, 9=8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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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유형

○ (전체) 맞벌이가정(62.3%)이 외벌이가정(37.7%)보다 많음

－ (연령대) 맞벌이의 경우 20대가 73.7%로 가장 많고, 외벌이의 경우 50대이상 

비율이 42.0%로 가장 많음    

－ (자녀수) 맞벌이의 경우 자녀수가 4명일 때 75.0%로 비율이 가장 높고, 

외벌이의 경우 자녀수가 1명일 때 38.7%로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모든 경우에서 각 60.7%, 65.7%로 맞벌이 비율이 더 높음

－ (직장유형) 맞벌이의 경우 민간-공공협력조직 유형 비율이 76.2%로 가장 높고, 

외벌이의 경우 기타에 속하는 비율이 63.2%로 가장 높음

<표 9> 응답자의 소득유형 

(단위: 명, %)

N 맞벌이 외벌이 계

전체 1,113 62.3 37.7 100.0

연령대

  20대 19 73.7 26.3 100.0

  30대 435 63.2 36.8 100.0

  40대 590 61.7 38.3 100.0

  50대이상 69 58.0 42.0 100.0

자녀수 　

  1명 462 61.3 38.7 100.0

  2명 576 62.2 37.8 100.0

  3명 65 67.7 32.3 100.0

  4명 8 75.0 25.0 100.0

  5명 2 100.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0.7 39.3 100.0

  초등저학년 350 65.7 34.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61.0 39.0 100.0

  공공부문 121 69.9 30.1 100.0

  민간-공공협력 32 76.2 23.8 100.0

  비영리(NGO) 23 63.9 36.1 100.0

  기타 14 36.8 6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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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근무시간

○ (전체) 응답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54.4%, 주 

45시간 이상 36.6%, 주35시간 미만 8.7%, 모름/기타 0.3% 순임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주 35~45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자녀수) 5명인 경우 주4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100.0%이며, 이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주35~45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모든 경우에서 주35~45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모든 유형에서 주35~45시간 미만 근무하는 비율이 높음

<표 10> 응답자의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

N
주35시간 

미만
주35~45시

간 미만
주45시간 

이상
모름/기타 계

전체 1,113 8.7 54.4 36.6 .3 100.0

연령대

  20대 19 15.8 42.1 36.8 5.3 100.0

  30대 435 7.1 53.3 39.3 .3 100.0

  40대 590 8.8 55.3 35.6 .3 100.0

  50대이상 69 15.9 56.5 27.5 .0 100.0

자녀수 　 　 　 　 　

  1명 462 9.1 53.7 36.8 .4 100.0

  2명 576 8.0 55.4 36.3 .3 100.0

  3명 65 12.3 50.8 36.9 .0 100.0

  4명 8 12.5 62.5 25.0 .0 100.0

  5명 2 .0 .0 100.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9.0 54.1 36.6 .3 100.0

  초등저학년 350 8.0 54.9 36.6 .5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7.5 54.5 37.7 .3 100.0

  공공부문 121 9.8 54.3 35.3 .6 100.0

  민간-공공협력 32 9.5 64.3 26.2 .0 100.0

  비영리(NGO) 23 19.4 52.8 25.0 2.8 100.0

  기타 14 18.4 42.1 39.5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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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 2달 동안의 양육실태

⧠ 막내자녀(만0~9세) 기준 최근 2달 동안의 워킹대디 양육실태

○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주중에 주로 이용한 것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순으로 많이 이용함. 20대는 ‘내가 전담하여 돌봄(10.5%)’이 

세 번째로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모든 연령대는 ‘배우자가 내가 함께 돌봄’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학원, 학습지, 과외 등)’은 20대(0.0%), 

30대(3.2%), 40대(6.4%), 50대 이상(7.2%) 순으로 워킹대디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 비율도 증가함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에 속하는 응답자가 각 3명 이하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고졸 이상부터 살펴보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뒤이어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 

66.3%,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18.5%,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5.6% 순임.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교실 29.1%,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24.6%, 사교육(학원, 학습지, 과외 등) 15.1% 순임.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순임. 그외종사자는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35.7%), 어린이집/

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21.4%),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기타가 동일하게 

각 14.3%로 다른 유형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보임

－ (직장유형) 모든 유형에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교실,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순으로 그 비율이 높음. ‘내가(워킹대디) 전담하여 돌봄’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비영리(NGO) 조직(8.3%)이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민간부문(2.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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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최근 2달간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워킹대디가 주중에 주로 이용한 것*

(단위: 명, %)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전체 1,113 54.6 2.9 20.4 7.6 5.5 .3 1.2 .6 5.1 .4 .7 .7 100.0

연령대

  20대 19 63.2 10.5 15.8 5.3 .0 .0 .0 5.2 .0 .0 .0 .0 100.0

  30대 435 56.3 2.8 20.9 7.4 5.3 .2 1.6 .5 3.2 .5 .2 1.1 100.0

  40대 590 53.6 2.5 20.0 7.6 5.8 .3 1.0 .7 6.4 .3 1.2 .6 100.0

  50대이상 69 50.7 4.5 21.7 10.1 5.8 .0 .0 .0 7.2 .0 .0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0.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초졸 1 .0 .0 .0 .0 100.0 .0 .0 .0 .0 .0 .0 .0 100.0

  중졸 3 33.3 33.3 .0 .0 33.3 .0 .0 .0 .0 .0 .0 .0 100.0

  고졸 76 52.6 3.9 23.7 9.2 1.3 .0 1.3 .0 5.3 .0 .0 2.7 100.0

  전문대졸 159 56.0 1.9 22.6 8.8 3.1 .6 .6 .0 3.1 .6 1.3 1.4 100.0

  대졸 719 55.1 2.8 19.9 6.7 6.5 .1 1.4 .6 5.1 .4 .8 .6 100.0

  대학원이상 154 52.6 3.2 19.5 10.4 3.9 .6 .6 1.9 7.1 .0 .0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6.3 2.5 18.5 5.6 4.1 .3 .8 .7 .5 .3 .0 .4 100.0

  초등저학년 350 29.1 3.7 24.6 12.0 8.6 .3 2.0 .6 15.1 .6 2.0 1.4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51.7 6.9 17.2 8.6 5.2 1.7 1.8 .0 6.9 .0 .0 .0 100.0

  (고용원O)자영업 51 56.9 3.9 15.7 13.7 5.9 .0 .0 .0 2.0 1.9 .0 .0 100.0

  임금근로자 990 55.2 2.6 20.6 7.2 5.5 .2 1.2 .7 5.2 .3 .8 .5 100.0

  그외종사자 14 21.4 .0 35.7 14.3 7.1 .0 .0 .0 7.1 .0 .0 14.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55.7 2.2 19.9 7.4 5.8 .2 1.2 .5 5.2 .4 .7 .8 100.0

  공공부문 121 52.6 4.6 22.0 8.1 4.0 .0 1.2 1.7 4.6 .0 1.2 .0 100.0

  민간-공공협력 32 50.0 4.8 23.8 7.1 7.1 2.4 2.4 .0 2.4 .0 .0 .0 100.0

  비영리(NGO) 23 52.8 8.3 11.1 8.3 5.6 .0 .0 .0 5.6 2.7 .0 5.6 100.0

  기타 14 47.4 2.6 28.9 10.5 2.7 .0 .0 .0 7.9 .0 .0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양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교실 등, 2=내가 전담하여 돌봄, 3=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4=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5=조부모/친인척돌봄, 6=이웃/친구/지인돌봄, 7=아이돌보미(국가지원), 8=민간베이비시터, 9=사교육(학원, 

학습지, 과외 등), 10=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공적돌봄기관, 11=자녀혼자있음/보호자없이 형제자매와 

함께 있음, 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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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주말에 주로 이용한 것

－ (연령대) 모든 연령대가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74.

2%), 30대(69.9%), 50대이상(63.8%), 20대(31.6%) 순임.  20대는 ‘내가 

전담하여 돌봄(26.3%)’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이돌보미(국가지원)

(5.3%)와 사교육(학원, 학습지, 과외 등)(5.3%) 등 공공자원과 사교육자원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비율이 가장 높음. 중졸이라고 응답한 워킹대디 3명 중 ‘내가 전담하여 돌봄(1

명, 33.3%)’이 두 번째로 비율이 높고, 고졸~대학원이상 집단은 모두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이 

각 71.3%, 70.9%로 가장 높음. 뒤이어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내가 전담

하여 돌봄’ 순으로 비율이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비율이 가장 높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내가 전담(15.5%)’, ‘배우자가 전담(15.5%)’ 

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다른 집단은 모두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내가 전담하여 돌봄’ 순으로 나타남

－ (직장유형) 모든 유형에서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비율이 가장 높고 

조직별로는 민간부문(73.5%), 공공부문(69.4%), 비영리(NGO)(58.3%), 기타

(57.9%), 민간-공공협력(54.8%) 순임. 민간-공공협력의 경우 뒤이어 ‘내가 

전담하여 돌봄(14.3%)’,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7.1%)’ 순임. 이외 다른 

조직은 모두 ‘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내가 전담하여 돌봄’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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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최근 2달간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워킹대디가 주말에 주로 이용한 것*

(단위: 명, %)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전체 1,113 1.8 8.4 11.4 71.2 2.1 .9 .9 .1 1.1 .4 .5 1.2 100.0

연령대

  20대 19 10.5 26.3 15.8 31.6 5.3 .0 5.3 .0 5.2 .0 .0 .0 100.0

  30대 435 1.8 9.4 9.9 69.9 2.1 1.4 1.4 .5 1.4 .5 .2 1.5 100.0

  40대 590 1.5 6.8 11.4 74.2 1.9 .7 .3 .0 .8 .5 .8 1.1 100.0

  50대이상 69 1.4 10.1 20.3 63.8 2.9 .0 1.5 .0 .0 .0 .0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100.0 .0 .0 .0 .0 .0 .0 .0 .0 100.0

  초졸 1 .0 .0 .0 .0 .0 .0 .0 100.0 .0 .0 .0 .0 100.0

  중졸 3 .0 33.3 .0 66.7 .0 .0 .0 .0 .0 .0 .0 .0 100.0

  고졸 76 1.3 9.2 14.5 65.8 2.6 2.6 .0 .0 2.6 .0 .0 1.4 100.0

  전문대졸 159 4.4 6.3 10.1 71.7 3.1 .6 .6 .0 .0 .6 1.3 1.3 100.0

  대졸 719 1.3 8.3 11.7 70.9 2.1 .8 1.1 .1 1.4 .4 .6 1.3 100.0

  대학원이상 154 1.9 9.7 10.4 74.7 .6 .6 .6 .0 .0 .6 .0 .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1 8.8 11.3 71.3 2.4 1.0 1.2 .3 .7 .3 .3 .3 100.0

  초등저학년 350 1.1 7.4 11.7 70.9 1.4 .6 .3 .0 2.0 .9 1.1 2.6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7 15.5 15.5 55.2 5.2 3.4 .0 .0 1.8 .0 1.7 .0 100.0

  (고용원O)자영업 51 7.8 7.8 15.7 60.8 2.0 2.0 .0 .0 2.0 .0 .0 1.9 100.0

  임금근로자 990 1.5 8.0 10.8 73.0 1.9 .6 .9 .2 1.0 .5 .5 1.1 100.0

  그외종사자 14 .0 7.1 21.4 42.9 .0 7.1 7.1 .0 .0 .0 .0 14.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8 8.0 10.4 73.5 1.8 .5 1.0 .1 .8 .2 .5 1.4 100.0

  공공부문 121 2.3 9.2 11.0 69.4 3.5 .6 .0 .0 2.3 .6 .6 .5 100.0

  민간-공공협력 32 2.4 14.3 7.1 54.8 2.4 7.1 2.4 2.4 2.4 2.4 2.3 .0 100.0

  비영리(NGO) 23 .0 8.3 16.7 58.3 2.8 2.8 2.8 .0 .0 2.8 .0 5.5 100.0

  기타 14 .0 5.3 34.2 57.9 .0 2.6 .0 .0 .0 .0 .0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양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교실 등, 2=내가 전담하여 돌봄, 3=배우자가 전담하여 돌봄, 4=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 5=조부모/친인척돌봄, 6=이웃/친구/지인돌봄, 7=아이돌보미(국가지원), 8=민간베이비시터, 9=사교육(학원, 

학습지, 과외 등), 10=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공적돌봄기관, 11=자녀혼자있음/보호자없이 형제자매와 

함께 있음, 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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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평일에 워킹대디가 집중하여 막내자녀의 육아에 참여한 시간4)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시간은 ‘1시간 초과~3시간 미만’

이며 20대의 경우 ‘5시간 초과~8시간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2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5시간을 초과하여 평일에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18.8%)이며 ‘참여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또한 50대 이상(2.9%)임

－ (학력) 무학, 초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시간은 ‘1시간 

초과~3시간 미만’임. ‘참여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문대졸(3.1%)이며 5시간을 초과하여 평일에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졸임(5시간 초과~8시간 미만: 11.8%, 8시간 이상: 2.6%)

－ (막내자녀 구분) 모든 집단에서 1시간 초과~3시간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 평일에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영유아인 경우보다 더 많음.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평일에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11.0%

로, 초등저학년인 경우의 6.9%보다 더 많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1시간 초과~3시간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그외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은 ‘3시간 초과~5시간 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음. ‘참여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 

외종사자(14.3%)이며 ‘8시간 이상’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또한 그 외종사자(14.3%)이지만 그 외종사자 전체 표본수는 14명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2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직장유형) ‘3시간 초과~5시간 미만’(47.6%)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다른 조직은 모두 ‘1시간 초과~3시간 

미만’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영리(NGO)(5,6%), 기타(2.6%), 민간부문(2.2%) 순으로 높음

4) 평일에 집중하여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19년 조사결과, 평균 약 1시간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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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최근 2달간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워킹대디가 평일에 집중하여 육아에 참여한 시간

(단위: 명, %)

N
1시간 
이하

1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음

계

전체 1,113 14.1 50.0 24.3 6.5 3.2 1.9 100.0

연령대

  20대 19 5.3 42.1 31.6 21.0 .0 .0 100.0

  30대 435 10.3 49.0 28.3 6.2 4.6 1.6 100.0

  40대 590 16.6 51.7 21.5 5.9 2.2 2.1 100.0

  50대이상 69 18.8 43.5 21.7 8.7 4.3 3.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0 .0 100.0

  초졸 1 100.0 .0 .0 .0 .0 .0 100.0

  중졸 3 33.3 66.7 .0 .0 .0 .0 100.0

  고졸 76 11.8 53.9 18.4 11.8 2.6 1.5 100.0

  전문대졸 159 17.0 48.4 22.6 3.8 5.0 3.2 100.0

  대졸 719 13.5 49.5 25.5 7.0 2.6 1.9 100.0

  대학원이상 154 14.3 51.3 24.7 4.5 4.5 0.7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1.5 49.4 26.5 7.3 3.7 1.6 100.0

  초등저학년 350 19.7 51.1 19.7 4.6 2.3 2.6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 X)자영업 58 12.1 55.2 22.4 8.6 1.7 .0 100.0

  (고용원 O)자영업 51 7.8 45.1 29.4 17.6 .0 .1 100.0

  임금근로자 990 14.6 49.9 24.4 5.8 3.3 2.0 100.0

  그외종사자 14 7.1 50.0 7.1 7.1 14.3 14.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5.5 50.5 23.7 5.7 2.4 2.2 100.0

  공공부문 121 11.6 51.4 22.5 8.7 5.8 .0 100.0

  민간-공공협력 32 2.4 38.1 47.6 9.5 2.4 .0 100.0

  비영리(NGO) 23 2.8 52.8 25.0 8.3 5.6 5.5 100.0

  기타 14 18.4 42.1 21.1 7.9 7.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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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주말에 워킹대디가 집중하여 막내자녀의 육아에 참여한 시간5)

－ (연령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3시간 초과~5시간 미만’, ‘1시간 

초과~3시간 미만’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이상(7.2%)이며 ‘참여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1.9%)임. 주말에 ‘8시간 이상’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28.3%)임

－ (학력) 무학, 중졸, 전문대졸을 제외한 다른 집단은 ‘3시간 초과~5시간 이상’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그러나 초졸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1명 뿐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하는 

대졸자의 경우 ‘3시간 초과~5시간 미만’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29.6%)이 가장 높음. 전체 응답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수가 속한 전문대졸의 

경우 ‘1시간 초과~3시간 미만’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29.6%). 주말에 5시간을 초과하여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워킹대디임(5시간 초과~8시간 미만: 

20.1%, 8시간 이상: 26.6%)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3시간 초과~5시간 미만(27.8%),  

8시간 이상(24.4%), 5시간 초과~8시간 미만(23.6%), 1시간 초과~3시간 미만

(20.7%) 순임.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 3시간 초과~5시간 미만(31.4%), 

1시간 초과~3시간 미만(29.1%), 8시간 이상(16.3%), 5시간 초과~8시간 미만

(15.4%) 순임.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5시간 초과~8시간 미만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1.4%)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3시간 초과~5시간 미만’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직장유형에서 3시간 초과~5시간 미만 육아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3시간 초과~5시간 미만(27.8%), 1시간 초과~3시간 미만(23.

7%), 8시간 이상(22.7%) 등 순임

5) 주말에 집중하여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19년 조사결과, 평균 약 4시간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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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최근 2달간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워킹대디가 주말에 집중하여 육아에 참여한 시간

(단위: 명, %)

N
1시간 
이하

1시간~
3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 
이상

참여하지 
않음

계

전체 1,113 3.8 23.4 28.9 21.0 21.8 1.1 100.0

연령대

  20대 19 .0 26.3 36.8 21.1 15.8 .0 100.0

  30대 435 3.2 19.3 25.3 23.7 28.3 .2 100.0

  40대 590 3.9 25.4 31.0 19.8 18.0 1.9 100.0

  50대이상 69 7.2 30.4 31.9 14.5 16.0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0 100.0

  초졸 1 .0 .0 100.0 .0 .0 .0 100.0

  중졸 3 33.3 33.3 .0 .0 33.4 .0 100.0

  고졸 76 3.9 26.3 31.6 18.4 19.8 .0 100.0

  전문대졸 159 4.4 29.6 26.4 17.6 20.8 1.2 100.0

  대졸 719 3.3 22.1 29.6 22.4 21.1 1.5 100.0

  대학원이상 154 4.5 21.4 27.3 20.1 26.7 .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5 20.7 27.8 23.6 24.4 1.0 100.0

  초등저학년 350 6.6 29.1 31.4 15.4 16.3 1.2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0.3 22.4 32.8 17.2 17.3 .0 100.0

  (고용원O)자영업 51 5.9 15.7 27.5 31.4 19.5 .0 100.0

  임금근로자 990 3.3 23.5 28.7 20.9 22.3 1.3 100.0

  그외종사자 14 .0 42.9 35.7 7.1 14.3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3.5 23.7 27.8 21.2 22.7 1.1 100.0

  공공부문 121 3.5 24.3 32.9 17.3 22.0 .0 100.0

  민간-공공협력 32 .0 19.0 42.9 23.8 11.9 2.4 100.0

  비영리(NGO) 23 8.3 16.7 38.9 22.2 11.1 2.8 100.0

  기타 14 10.5 23.7 10.5 28.9 23.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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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6)하여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던 때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주로 평일에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20대(47.4%), 30대(37.2%), 50대이상(34.8%), 40대(33.4%) 

순임. 50대 이상은 ‘요청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27.5%). 

－ (학력) 무학~중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에서 ‘주로 평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주로 평일(37.8%), 

주로 주말(21.3%) 순이고 평일, 주말 구분없음, 요청받은 적 없음은 20.4%로 

동일함. 응답자 수가 1~3명 내외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하고 

‘요청받은 적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졸임(28.9%)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주로 평일(35.3%), 주로 주말(23.

2%), 평일, 주말 구분없음(21.8%), 요청받은 적 없음(19.7%) 순임.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 주로 평일(35.1%0, 요청받은 적 없음(25.2%), 주로 주말  

(20.0%), 평일, 주말 구분없음(19.7%) 순임. 

－ (종사상지위) 그외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주로 평일에 도움/

지원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로 평일(35.4%), 주로 주말, 평일, 주말 구분없음 (각 21.

7%), 요청받은 적 없음(21.2%) 순임. 요청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29.3%)

－ (직장유형)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주로 평일(34.5%), 

주로 주말(22.5%), 요청받은 적 없음(22.1%), 평일, 주말 구분없음(21.0%) 

순임. 요청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기타임(34.3%)

6) 설문지에 막내자녀 돌봄 관련사항을 <보기>의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보기>: 교사와 대면/비대면 상담, 픽업(등하원 지원), 병원 진료 동행,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긴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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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하여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던 때

(단위: 명, %)

N 주로 평일 주로 주말
평일, 주말 
구분없음

요청받은 적 
없음

계

전체 1,113 35.2 22.2 21.1 21.5 100.0

연령대

  20대 19 47.4 21.1 21.1 10.4 100.0

  30대 435 37.2 20.7 20.7 21.4 100.0

  40대 590 33.4 23.4 22.0 21.2 100.0

  50대이상 69 34.8 21.7 15.9 27.6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100.0 .0 .0 100.0

  중졸 3 .0 33.3 33.3 33.3 100.0

  고졸 76 30.3 25.0 15.8 28.9 100.0

  전문대졸 159 31.4 25.2 17.6 25.8 100.0

  대졸 719 37.8 21.3 20.4 20.5 100.0

  대학원이상 154 30.5 21.4 29.9 18.2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35.3 23.2 21.8 19.7 100.0

  초등저학년 350 35.1 20.0 19.7 25.2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32.8 24.1 13.8 29.3 100.0

  (고용원O)자영업 51 41.2 27.5 15.7 15.6 100.0

  임금근로자 990 35.4 21.7 21.7 21.2 100.0

  그외종사자 14 14.3 28.6 28.6 28.5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34.5 22.5 21.0 22.0 100.0

  공공부문 121 45.7 13.9 25.4 15.0 100.0

  민간-공공협력 32 19.0 42.9 16.7 21.4 100.0

  비영리(NGO) 23 30.6 25.0 19.4 25.0 100.0

  기타 14 26.3 28.9 10.5 3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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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하여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던 시간대7)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오후에 도움/지원요청을 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40대를 제외하고 20대(41.2%), 30대(41.2%), 50대이상  

 (40.0%)이 모두 40.0% 이상의 응답자가 오후시간대에 주로 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함 

－ (학력) 무학/초교미만과 중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오후에 도움/지원요청을 

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1명인 초졸을 

제외하고, 고졸(53.7%), 전문대졸(41.5%), 대졸(39.0%), 대학원이상(37.3%) 

순임. 응답자 수가 1~3명 내외인 무학~중졸 집단을 제외하고 ‘시간대 구분 

없이 요청 받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이상(22.3%), 대졸 

(17.5%), 전문대졸(16.1%), 고졸(11.1%)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오후(37.3%), 오전(20.8%), 저녁(20.4%), 시간대 

구분없이 요청 받음(20.3%), 심야~새벽 시간대(1.3%)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오후(46.2%), 저녁(25.2%), 오전(16.4%), 시간대 구분 없음(11.8%), 심야~

새벽 시간대(0.4%) 순임

－ (종사상지위) 그외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오후에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후(39.0%), 저녁(22.1%), 시간대 구분없음(19.2%), 오전(18.8%), 심야~

새벽(0.9%) 순임

－ (직장유형) 모든 집단에서 오후에 도움/지원요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오후(40.5%), 저녁(22.3%), 

오전(18.8%), 시간대 구분 없음(17.8%), 심야~새벽(0.6%) 순임. 시간대 구분 

없이 요청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공공부문임(21.7%)

7) 해당 통계는 전체 응답자 1,113명에서 ‘요청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239명을 제외한 874명의 응답임. 

   설문지에는 시간대와 함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병기함: 심야~새벽시간대(밤12시~오전6시), 오전(오전6시~낮

12시 이전), 오후(낮12시~저녁6시), 저녁(저녁6시~밤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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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하여 도움/지원요청을 주로 받았던 시간대

(단위: 명, %)

N 심야~새벽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 

구분 없음
계

전체 874 1.0 19.5 39.9 21.9 17.7 100.0

연령대

  20대 17 5.9 29.4 41.2 17.6 5.9 100.0

  30대 342 .9 21.6 41.2 19.3 17.0 100.0

  40대 465 .9 15.7 38.9 24.5 20.0 100.0

  50대이상 50 2.0 36.0 40.0 16.0 6.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100.0

  초졸 1 .0 .0 100.0 .0 .0 100.0

  중졸 2 .0 50.0 0.0 .0 50.0 100.0

  고졸 54 .0 18.5 53.7 16.7 11.1 100.0

  전문대졸 118 1.7 17.8 41.5 22.9 16.1 100.0

  대졸 572 1.0 19.9 39.0 22.6 17.5 100.0

  대학원이상 126 .8 19.0 37.3 20.6 22.3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612 1.3 20.8 37.3 20.4 20.2 100.0

  초등저학년 262 .4 16.4 46.2 25.2 11.8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41 2.4 24.4 51.2 14.6 7.4 100.0

  (고용원O)자영업 43 2.3 20.9 53.5 20.9 2.4 100.0

  임금근로자 780 .9 18.8 39.0 22.1 19.2 100.0

  그외종사자 10 .0 40.0 10.0 40.0 10.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642 .6 18.8 40.5 22.3 17.8 100.0

  공공부문 147 2.7 21.8 36.1 17.7 21.7 100.0

  민간-공공협력 33 3.0 24.2 39.4 30.3 3.1 100.0

  비영리(NGO) 27 .0 14.8 37.0 33.3 14.9 100.0

  기타 25 .0 20.0 52.0 12.0 1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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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한 도움/지원요청에 응한 

수준8)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응할 수 있었던 편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응할 수 있었던 편임(52.9%), 거의 응할 

수 있었음(23.7%), 응할 수 없었던 편임(19.1%), 거의 응하지 못함(4.3%) 순임. 

‘거의 응할 수 있었음’에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학력) 응답자 수가 1~2명 내외인 무학~중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 모두 

‘응할 수 있었던 편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응할 수 있었던 편임(51.9%), 거의 응할 수 있었음(24.0%), 응할 

수 없었던 편임(19.4%), 거의 응하지 못함(4.7%)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응할 수 있었던 편

임’에 응답한 비율이 각 53.3%, 54.2%로 가장 높음. 두 집단 모두 응할 수 

있었던 편임, 거의 응할 수 있었음, 응할 수 없었던 편임, 거의 응하지 못함 순임

－ (종사상지위) 고용원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응할 수 없었던 편임(39.0%)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응할 수 있었던 편임(58.1%)의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응할 수 있었던 편(55.0%)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모든 집단에서 ‘응할 수 있었던 편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응할 수 있었던 편임(54.1%), 거의 

응할 수 있었음(23.4%), 응할 수 없었던 편임(18.1%), 거의 응하지 못함(4.4%) 

순으로 응답 비율에 따른 순위는 공공부문과 동일함. ‘거의 응할 수 있었음’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기타(40.0%)임

8) 해당 통계는 전체 응답자 1,113명에서 ‘요청받은 적 없음’에 응답한 239명을 제외한 874명의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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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최근 2달, 배우자(가족 등)로부터 막내자녀 돌봄 관련 도움/지원요청에 얼마나 잘 응할 수 있었는가

(단위: 명, %)

N
거의 응하지 
못함

응할 수 
없었던 편임

응할 수 
있었던 편임

거의 응할 
수 있었음

계

전체 874 4.1 18.5 53.5 23.9 100.0

연령대

  20대 17 .0 17.6 64.8 17.6 100.0

  30대 342 4.4 18.7 54.4 22.5 100.0

  40대 465 4.3 19.1 52.9 23.7 100.0

  50대이상 50 2.0 12.0 50.0 36.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0 100.0 .0 100.0

  중졸 2 .0 50.0 .0 50.0 100.0

  고졸 54 1.9 22.2 51.8 24.1 100.0

  전문대졸 118 4.2 15.3 57.6 22.9 100.0

  대졸 572 4.7 19.4 51.9 24.0 100.0

  대학원이상 126 2.4 15.9 57.9 23.8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612 4.1 18.1 53.3 24.5 100.0

  초등저학년 262 4.2 19.5 54.2 22.1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41 4.9 39.0 29.3 26.8 100.0

  (고용원O)자영업 43 4.7 18.6 58.1 18.6 100.0

  임금근로자 780 4.0 17.2 55.0 23.8 100.0

  그외종사자 10 10.0 40.0 20.0 30.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642 4.4 18.1 54.1 23.4 100.0

  공공부문 147 2.7 17.0 54.4 25.9 100.0

  민간-공공협력 33 3.0 33.3 51.6 12.1 100.0

  비영리(NGO) 27 .0 22.2 55.6 22.2 100.0

  기타 25 12.0 16.0 32.0 4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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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육아에 대한 인식과 참여 

⧠ 양육활동, 어려움, 자신감, 양육효능감을 통해 살펴본 워킹대디의 인식과 참여 

○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총 6가지 활동 제시

－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활동은 동네 놀이터가기, 동네산책/

소풍가기(56.0%),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53.2%),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11.4%) 등 순임

－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활동은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55.7%),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하기(28.9%), 주말농장,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하기(16.7%) 등 순임

<표 18> 워킹대디가 아이와 함께 하는 각 활동들의 빈도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동네 놀이터 가기, 

동네 산책/소풍가기
1,113 2.8 3.2 10.0 28.0 56.0 100.0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가기

1,113 12.9 13.2 25.2 38.8 9.9 100.0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
1,113 8.0 6.0 8.3 24.5 53.2 100.0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하기
1,113 28.9 18.4 24.2 21.7 6.8 100.0

주말농장,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하기

1,113 16.7 18.9 25.9 29.6 9.0 100.0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

1,113 55.7 8.5 11.3 13.1 11.4 100.0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34 ∙ 인구보건복지협회 

○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동네 놀이터 가기, 동네 산책/소풍가기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 내외인 집단인 무학~중졸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 집단의 경우 매주 하는 편(56.9%), 1달에 1~2번(28.1%), 2~3달에 1~번(8.

6%), 거의 하지 않음과 6개월에 1~2번(각 3.2%)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외종사자임(7.1%)

－ (직장유형) 모든 유형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민간-

공공협력조직의 경우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낮고 

공공부문은 64.3%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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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동네 놀이터 가기, 동네 산책/소풍가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2.8 3.2 10.0 28.0 56.0 100.0

연령대

  20대 19 .0 5.3 .0 36.8 57.9 100.0

  30대 435 2.5 3.0 9.9 26.9 57.7 100.0

  40대 590 3.1 3.4 10.5 28.3 54.7 100.0

  50대이상 69 2.9 2.9 8.7 30.4 55.1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100.0

  초졸 1 .0 .0 100.0 .0 .0 100.0

  중졸 3 .0 33.3 .0 33.3 33.3 100.0

  고졸 76 1.3 5.3 13.2 34.2 46.0 100.0

  전문대졸 159 2.5 3.8 17.6 24.5 51.6 100.0

  대졸 719 3.2 3.2 8.6 28.1 56.9 100.0

  대학원이상 154 1.9 1.3 6.5 28.6 61.7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2 2.9 9.6 26.0 59.3 100.0

  초등저학년 350 4.0 4.0 10.9 32.6 48.5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3.4 10.3 12.1 20.7 53.5 100.0

  (고용원O)자영업 51 3.9 2.0 11.8 31.4 50.9 100.0

  임금근로자 990 2.6 2.7 9.7 28.4 56.6 100.0

  그외종사자 14 7.1 14.3 14.3 21.4 42.9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2.9 2.9 8.7 29.7 55.8 100.0

  공공부문 121 1.7 4.0 9.8 20.2 64.3 100.0

  민간-공공협력 32 4.8 9.5 21.4 28.6 35.7 100.0

  비영리(NGO) 23 2.8 2.8 27.8 16.7 49.9 100.0

  기타 14 2.6 .0 7.9 36.8 52.7 100.0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36 ∙ 인구보건복지협회 

○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가기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1달에 1~2번’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 무학/초교미만, 중졸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1달에 1~2번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1달에 1~2번(36.4%), 2~3달에 1~2번(26.3%), 

거의 하지 않음(14.2%), 6개월에 1~2번(12.2%), 매주 하는 편(10.9%)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1달에 1~2번(44.0%), 2~3달에 1~2번(22.6%), 6개월에 1~2번

(15.4%), 거의 하지 않음(10.3%), 매주 하는 편(7.7%) 순임

－ (종사상지위) 매주 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임(17.2%).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1달에 1~2번

(39.9%), 2~3달에 1~2번(28.6%), 거의 하지 않음(21.4%), 매주 하는 편(14.3%), 

6개월에 1~2번(7.1%) 순임

－ (직장유형) 매주 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공공부문임(16.8%). 

모든 집단에서 ‘1달에 1~2번’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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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문화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가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12.9 13.2 25.2 38.8 9.9 100.0

연령대

  20대 19 15.8 .0 31.6 36.8 15.8 100.0

  30대 435 13.8 9.0 23.2 39.7 14.3 100.0

  40대 590 11.5 17.3 26.9 38.2 6.1 100.0

  50대이상 69 18.8 8.7 20.3 39.2 13.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100.0

  초졸 1 .0 .0 .0 100.0 .0 100.0

  중졸 3 33.3 33.3 .0 .0 33.3 100.0

  고졸 76 11.8 21.1 17.1 40.8 9.2 100.0

  전문대졸 159 23.3 13.8 27.0 30.2 5.7 100.0

  대졸 719 11.1 11.4 26.4 40.7 10.4 100.0

  대학원이상 154 11.0 16.9 22.1 39.0 11.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4.2 12.2 26.3 36.4 10.9 100.0

  초등저학년 350 10.3 15.4 22.6 44.0 7.7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0.3 6.9 31.0 34.6 17.2 100.0

  (고용원O)자영업 51 11.8 13.7 37.3 27.4 9.8 100.0

  임금근로자 990 13.0 13.6 24.1 39.9 9.4 100.0

  그외종사자 14 21.4 7.1 28.6 28.6 14.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2.9 14.1 25.2 38.7 9.1 100.0

  공공부문 121 10.4 9.2 23.7 39.9 16.8 100.0

  민간-공공협력 32 11.9 7.1 33.3 45.3 2.4 100.0

  비영리(NGO) 23 22.2 16.7 22.2 30.6 8.3 100.0

  기타 14 18.4 15.8 23.7 36.8 5.3 100.0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38 ∙ 인구보건복지협회 

○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

－ (연령대) 모든 집단에서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를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임(11.0%)

－ (학력)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은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를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고졸의 경우 1달에 1~2번(39.4%), 매주 하는 편(38.2%), 

거의 하지 않음(9.2%), 2~3달에 1~2번(7.9%), 6개월에 1~2번(5.3%)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매주 하는 편(60.6%), 1달에 1~2번(22.1%), 2~3

달에 1~2번(7.6%), 6개월에 1~2번(5.4%), 거의 하지 않음(4.3%)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매주 하는 편(37.2%), 1달에 1~2번(29.8%), 거의 하지 않음(16.0%), 2~3달

에 1~2번(9.7%), 6개월에 1~2번(7.4%) 순임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임. 예를 들어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1%)임. 반면 이를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6.8%)임

－ (직장유형)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민간부문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9.1%).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조직은 

공공부문임(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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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8.0 6.0 8.3 24.5 53.2 100.0

연령대

  20대 19 5.3 5.3 5.3 26.3 57.8 100.0

  30대 435 4.1 5.5 8.7 22.8 58.9 100.0

  40대 590 11.0 6.8 8.0 25.6 48.6 100.0

  50대이상 69 7.2 2.9 8.7 26.1 55.1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100.0

  초졸 1 .0 100.0 .0 .0 .0 100.0

  중졸 3 33.3 .0 .0 66.7 .0 100.0

  고졸 76 9.2 5.3 7.9 39.4 38.2 100.0

  전문대졸 159 8.8 7.5 8.2 30.2 45.3 100.0

  대졸 719 8.1 5.8 8.5 21.8 55.8 100.0

  대학원이상 154 5.8 5.2 7.8 23.4 57.8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4.3 5.4 7.6 22.1 60.6 100.0

  초등저학년 350 16.0 7.4 9.7 29.7 37.2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2.1 6.9 13.8 27.6 39.6 100.0

  (고용원O)자영업 51 7.8 2.0 5.9 27.5 56.8 100.0

  임금근로자 990 7.9 6.0 8.0 24.2 53.9 100.0

  그외종사자 14 .0 21.4 14.3 21.4 42.9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9.1 5.2 7.5 24.0 54.2 100.0

  공공부문 121 5.8 5.8 7.5 22.5 58.4 100.0

  민간-공공협력 32 4.8 19.0 21.4 21.4 33.4 100.0

  비영리(NGO) 23 2.8 13.9 11.1 27.8 44.4 100.0

  기타 14 2.6 2.6 10.5 44.8 39.5 100.0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40 ∙ 인구보건복지협회 

○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하기

－ (연령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2~3달에 1~2번(26.5%), 거의 하지 않음(25.9%), 6개월에 1~2번(22.0%), 

1달에 1~2번(19.3%), 매주 하는 편(6.3%) 순임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29.1%), 2~3달에 

1~2번(24.3%), 1달에 1~2번(21.7%), 6개월에 1~2번(18.2%), 매주 하는 편

(6.7%) 순임.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을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졸(10.5%)이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문대졸(35.9%)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거의 하지 않음(34.0%), 2~3달에 1~2번(21.6%), 

1달에 1~2번(21.0%), 6개월에 1~2번(16.6%), 매주 하는 편(6.8%)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2~3달에 1~2번(29.7%), 1달에 1~2번(23.4%), 6개월에 1~2번

(22.3%), 거의 하지 않음(17.7%), 매주 하는 편(6.9%) 순임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29.8%), 

2~3달에 1~2번(23.9%), 1달에 1~2번(21.3%), 6개월에 1~2번(18.8%), 매주 

하는 편(6.2%) 순임.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 외종사자(28.6%)이며,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임금근로자(29.8%)임

－ (직장유형)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30.3%), 

2~3달에 1~2번(24.8%), 1달에 1~2번(21.1%), 6개월에 1~2번(18.3%), 매주 

하는 편(5.5%) 순임.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비영리

(NGO)(33.3%)이며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민간-

공공협력조직(21.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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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연극, 영화, 스포츠관람하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28.9 18.4 24.2 21.7 6.8 100.0

연령대

  20대 19 31.5 5.3 15.8 21.1 26.3 100.0

  30대 435 32.4 12.9 22.5 26.0 6.2 100.0

  40대 590 25.9 22.0 26.5 19.3 6.3 100.0

  50대이상 69 30.5 26.1 17.4 15.9 10.1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0 100.0

  초졸 1 .0 .0 100.0 .0 .0 100.0

  중졸 3 66.7 .0 33.3 .0 .0 100.0

  고졸 76 26.3 21.1 27.6 14.5 10.5 100.0

  전문대졸 159 35.9 15.7 22.6 21.4 4.4 100.0

  대졸 719 29.1 18.2 24.3 21.7 6.7 100.0

  대학원이상 154 21.4 21.4 22.1 26.7 8.4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34.0 16.6 21.6 21.0 6.8 100.0

  초등저학년 350 17.7 22.3 29.7 23.4 6.9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2.4 19.0 22.4 24.1 12.1 100.0

  (고용원O)자영업 51 17.6 13.7 31.5 29.4 7.8 100.0

  임금근로자 990 29.8 18.8 23.9 21.3 6.2 100.0

  그외종사자 14 28.6 7.1 21.4 14.3 28.6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30.3 18.3 24.8 21.1 5.5 100.0

  공공부문 121 25.4 18.5 20.8 27.2 8.1 100.0

  민간-공공협력 32 14.3 16.7 28.6 19.0 21.4 100.0

  비영리(NGO) 23 33.3 19.4 30.6 2.8 13.9 100.0

  기타 14 23.7 21.1 15.8 31.5 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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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주말농장,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하기

－ (연령대) 50대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주말농장,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을 1달에 1~2번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1달에 1~2번(29.1%), 2~3달에 1~2번(27.3%), 6개월에 

1~2번(20.7%), 거의 하지 않음(17.3%), 매주 하는 편(5.6%) 순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과 초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1달에 1~2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단 중졸의 경우 해당하는 응답자가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1달에 1~2번(28.5%), 2~3

달에 1~2번(26.4%), 6개월에 1~2번(19.2%), 거의 하지 않음(16.3%), 매주 하는 

편(9.6%)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1달에 1~2번(30.2%), 2~3달에 1~2번(25.3%), 

거의 하지 않음(18.2%), 6개월에 1~2번(16.6%), 매주 하는 편(9.7%)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1달에 1~2번(28.4%), 2~3달에 1~2번(27.1%), 6개월에 1~2번

(23.7%), 거의 하지 않음(13.4%), 매주 하는 편(7.4%) 순임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1달에 1~2번(29.7%), 

2~3달에 1~2번(25.5%), 6개월에 1~2번(19.3%), 거의 하지 않음(16.7%), 매주 

하는 편(8.8%) 순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적음(3.9%)

－ (직장유형)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1달에 1~2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1달에 1~2번(28.8%), 2~3달에 

1~2번(27.1%), 6개월에 1~2번(19.2%), 거의 하지 않음(17.1%), 매주 하는 편

(7.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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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주말농장, 낚시, 캠핑 등 야외활동하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16.7 18.9 25.9 29.5 9.0 100.0

연령대

  20대 19 15.8 10.5 5.3 47.3 21.1 100.0

  30대 435 14.9 14.5 25.3 32.2 13.1 100.0

  40대 590 17.3 20.7 27.3 29.1 5.6 100.0

  50대이상 69 23.2 33.3 23.2 11.6 8.7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0 100.0

  초졸 1 .0 .0 100.0 .0 .0 100.0

  중졸 3 .0 33.3 .0 66.7 .0 100.0

  고졸 76 13.2 19.7 18.4 36.9 11.8 100.0

  전문대졸 159 24.5 17.0 25.2 25.8 7.5 100.0

  대졸 719 16.3 19.2 26.4 28.5 9.6 100.0

  대학원이상 154 13.0 18.8 27.3 34.4 6.5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8.2 16.6 25.3 30.2 9.7 100.0

  초등저학년 350 13.4 23.7 27.1 28.4 7.4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4.1 13.8 20.7 27.6 13.8 100.0

  (고용원O)자영업 51 9.8 17.6 43.2 25.5 3.9 100.0

  임금근로자 990 16.7 19.3 25.5 29.7 8.8 100.0

  그외종사자 14 14.3 14.3 14.3 35.7 21.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7.1 19.2 27.1 28.8 7.8 100.0

  공공부문 121 13.3 18.5 23.7 34.1 10.4 100.0

  민간-공공협력 32 7.1 19.0 19.0 33.5 21.4 100.0

  비영리(NGO) 23 27.8 16.6 13.9 27.8 13.9 100.0

  기타 14 23.7 15.8 28.9 21.1 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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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매주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31.5%)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해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이상(15.6%)임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모두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57.3%0, 

1달에 1~2번(12.1%), 2~3달에 1~2번(11.3%), 매주 하는 편(10.5%), 6개월에 

1~2번(8.8%) 순임.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22.4%)임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모든 직장에서 거의 하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매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은 비영리

(NGO)(25.0%)이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은 

민간부문(59.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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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빈도 – 성당, 교회, 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

(단위: 명, %)

N
거의 하지 

않음
6개월에 
1~2번

2~3달에 
1~2번

1달에 
1~2번

매주 하는 
편

계

전체 1,113 55.7 8.5 11.3 13.1 11.4 100.0

연령대

  20대 19 21.1 5.3 15.8 26.3 31.5 100.0

  30대 435 54.3 8.0 11.7 15.4 10.6 100.0

  40대 590 57.8 8.8 11.7 10.5 11.2 100.0

  50대이상 69 55.2 10.1 4.3 17.4 13.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0 100.0

  초졸 1 .0 100.0 .0 .0 .0 100.0

  중졸 3 66.7 .0 33.3 .0 .0 100.0

  고졸 76 55.3 10.5 9.2 11.8 13.2 100.0

  전문대졸 159 56.6 8.8 8.2 16.4 10.1 100.0

  대졸 719 56.5 8.1 12.5 12.1 10.7 100.0

  대학원이상 154 50.6 9.1 9.1 15.6 15.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6.1 8.5 12.1 12.6 10.7 100.0

  초등저학년 350 54.5 8.6 9.7 14.3 12.9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43.2 6.9 10.3 17.2 22.4 100.0

  (고용원O)자영업 51 41.3 7.8 13.7 19.6 17.6 100.0

  임금근로자 990 57.3 8.8 11.3 12.1 10.5 100.0

  그외종사자 14 42.9 .0 7.1 42.9 7.1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59.7 8.3 10.0 11.8 10.2 100.0

  공공부문 121 50.3 10.4 11.6 15.6 12.1 100.0

  민간-공공협력 32 23.8 2.4 31.0 23.8 19.0 100.0

  비영리(NGO) 23 36.2 8.3 19.4 11.1 25.0 100.0

  기타 14 42.0 13.2 10.5 21.1 1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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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대디가 아이를 돌볼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20대의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31.5%),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각 21.1%),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15.8%),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10.5%) 순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40.9%),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20.8%),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17.

0%),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6.3%),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3.3%), 기타(1.7%)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36.6%),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21.1%),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19.4%),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6.0%),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4.3%), 기타(2.6%) 순임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40.1%),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20.2%),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18.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5.9%),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3.0%), 기타(2.0%) 순임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민간-공공협력조직의 경우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35.7%),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31.0%) 등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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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아이를 돌볼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

N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기타 계

전체 1,113 18.3 3.6 16.2 20.4 39.5 2.0 100.0

연령대

  20대 19 21.1 10.5 31.5 21.1 15.8 .0 100.0

  30대 435 18.2 2.5 20.7 17.5 40.0 1.1 100.0

  40대 590 18.1 3.7 12.7 22.4 40.6 2.5 100.0

  50대이상 69 20.3 7.2 13.0 21.7 34.9 2.9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100.0 .0 .0 100.0

  초졸 1 .0 .0 100.0 .0 .0 .0 100.0

  중졸 3 33.3 .0 .0 .0 66.7 .0 100.0

  고졸 76 14.5 6.6 22.4 13.2 42.0 1.3 100.0

  전문대졸 159 14.5 1.9 13.8 25.8 41.5 2.5 100.0

  대졸 719 19.9 3.5 16.1 19.3 39.3 1.9 100.0

  대학원이상 154 16.9 4.5 15.6 23.4 37.7 1.9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7.0 3.3 16.3 20.8 40.9 1.7 100.0

  초등저학년 350 21.1 4.3 16.0 19.4 36.6 2.6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0.3 10.3 22.4 24.3 31.0 1.7 100.0

  (고용원O)자영업 51 19.6 5.9 11.8 21.6 39.1 2.0 100.0

  임금근로자 990 18.8 3.0 15.9 20.2 40.1 2.0 100.0

  그외종사자 14 14.3 7.1 28.6 14.3 35.7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8.7 3.6 14.8 19.9 41.4 1.6 100.0

  공공부문 121 18.5 3.5 20.2 19.1 37.0 1.7 100.0

  민간-공공협력 32 7.1 4.8 35.7 31.0 19.0 2.4 100.0

  비영리(NGO) 23 19.4 .0 11.1 25.0 38.9 5.6 100.0

  기타 14 21.1 5.3 10.5 21.1 34.1 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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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대디가 아이를 돌볼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 가장 많은 수의 워킹대디가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활동은 ‘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에 가기’(31.3%)이며, 가장 많은 수의 워킹대디가 ‘매우 자신없다’고 응답한 

활동은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하기’(18.5%)임

<표 26>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에 

가기
1,113 2.0 8.6 58.1 31.3 100.0

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1,113 3.4 22.7 53.2 20.7 100.0

어린이집 행사/학부모의 날에 

참석하기
1,113 4.6 28.2 48.1 19.1 100.0

담당교사와 

상담하기(어린이집, 학교, 

사교육 등)

1,113 4.4 29.7 48.9 17.0 100.0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하기
1,113 18.5 46.0 28.8 6.7 100.0

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과 교류하기
1,113 5.4 31.0 48.4 1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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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가기

－ (연령대) 40대(32.0%), 30대(31.5%), 50대 이상(27.5%), 20대(15.8%)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함

－ (학력) 대학원 이상(41.6%), 중졸(33.3%), 대졸(32.4%), 전문대졸(25.2%), 고졸

(13.2%)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졸의 경우 속한 응답자 수가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32.5%, 초등저학년인 경우 28.6%로 영유아인 

경우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33.0%), 그외종사자(2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7.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5%)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민간부문(32.6%), 공공부문(31.8%), 기타(28.9%), 민간-공공협력, 

비영리(NGO)(각 16.7%)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50 ∙ 인구보건복지협회 

<표 27>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가기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2.0 8.6 58.1 31.3 100.0

연령대

  20대 19 .0 5.3 78.9 15.8 100.0

  30대 435 1.4 8.0 59.1 31.5 100.0

  40대 590 2.5 9.2 56.3 32.0 100.0

  50대이상 69 1.4 8.7 62.4 27.5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0 100.0 .0 100.0

  중졸 3 .0 .0 66.7 33.3 100.0

  고졸 76 2.6 9.2 75.0 13.2 100.0

  전문대졸 159 2.5 11.3 61.0 25.2 100.0

  대졸 719 1.8 8.3 57.5 32.4 100.0

  대학원이상 154 1.9 7.1 49.4 41.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0 9.3 56.2 32.5 100.0

  초등저학년 350 2.0 7.1 62.3 28.6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7 13.8 69.0 15.5 100.0

  (고용원O)자영업 51 .0 15.7 66.7 17.6 100.0

  임금근로자 990 2.0 7.8 57.2 33.0 100.0

  그외종사자 14 7.1 21.4 50.1 21.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7 6.8 58.9 32.6 100.0

  공공부문 121 2.9 13.3 52.0 31.8 100.0

  민간-공공협력 32 4.8 16.7 61.8 16.7 100.0

  비영리(NGO) 23 2.8 22.2 58.3 16.7 100.0

  기타 14 .0 5.3 65.8 28.9 100.0



제2장╻ 분석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 51 ∙

○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 (연령대) 20대(36.8%), 50대 이상(24.6%), 30대(23.0%), 40대(18.0%)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 중졸(33.3%), 대학원 이상(31.2%), 대졸(20.2%), 전문대졸(15.7%), 고졸

(14.5%)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중졸의 경우 속한 응답자 

수가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막내자녀 구분)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인 경우(20.8%)와 

초등저학년인 경우(20.3%) 간 차이가 매우 근소함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그외종사자(각2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5.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1%)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26.2%), 공공부문(25.4%), 민간부문(19.7%), 비영리

(NGO)(19.4%), 기타(15.8%)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52 ∙ 인구보건복지협회 

<표 28>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아이 데리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3.4 22.7 53.2 20.7 100.0

연령대

  20대 19 .0 15.8 47.4 36.8 100.0

  30대 435 2.8 20.5 53.7 23.0 100.0

  40대 590 4.2 25.1 52.7 18.0 100.0

  50대이상 69 1.4 18.8 55.2 24.6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100.0 .0 .0 100.0

  중졸 3 .0 33.3 33.3 33.3 100.0

  고졸 76 2.6 30.3 52.6 14.5 100.0

  전문대졸 159 5.0 27.0 52.3 15.7 100.0

  대졸 719 3.3 23.1 53.4 20.2 100.0

  대학원이상 154 2.6 12.3 53.9 31.2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3.9 23.1 52.2 20.8 100.0

  초등저학년 350 2.3 22.0 55.4 20.3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7 22.4 63.8 12.1 100.0

  (고용원O)자영업 51 5.9 17.6 60.8 15.7 100.0

  임금근로자 990 3.2 23.1 52.3 21.4 100.0

  그외종사자 14 14.3 14.3 50.0 21.4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2.9 23.1 54.3 19.7 100.0

  공공부문 121 5.8 20.2 48.6 25.4 100.0

  민간-공공협력 32 .0 23.8 50.0 26.2 100.0

  비영리(NGO) 23 8.3 25.0 47.3 19.4 100.0

  기타 14 2.6 23.7 57.9 15.8 100.0



제2장╻ 분석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 53 ∙

○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어린이집 

행사/학부모의 날에 참석하기

－ (연령대) 20대의 경우 매우 자신없다(10,5%)와 매우 자신있다(26.8%)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아 양극단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임. 

20대에 뒤이어 30대(23.0%), 50대 이상(20.3%), 40대(15.6%)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 중졸의 경우 3명의 응답자가 속해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중졸(33.3

%), 대학원 이상(26.6%), 대졸(18.9%), 전문대졸(17.0%), 고졸(10.5%)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21.5%로 초등저학년인 경우 14.0%

보다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19.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7.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5.7%), 그외종사자(14.3%)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공공부문(26.0%), 민간-공공협력(19.0%), 민간부문(18.1%), 비영리

(NGO)(16.7%), 기타(13.2%)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54 ∙ 인구보건복지협회 

<표 29>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어린이집 행사/학부모의 날에 참석하기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4.6 28.2 48.1 19.1 100.0

연령대

  20대 19 10.5 5.3 47.4 36.8 100.0

  30대 435 4.1 26.2 46.7 23.0 100.0

  40대 590 4.9 29.3 50.2 15.6 100.0

  50대이상 69 2.9 37.7 39.1 20.3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0 100.0 .0 100.0

  중졸 3 33.3 33.3 .0 33.3 100.0

  고졸 76 5.3 35.5 48.7 10.5 100.0

  전문대졸 159 5.0 30.8 47.2 17.0 100.0

  대졸 719 4.6 28.2 48.3 18.9 100.0

  대학원이상 154 3.2 22.1 48.1 26.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4.7 27.4 46.4 21.5 100.0

  초등저학년 350 4.3 30.0 51.7 14.0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5.2 31.0 46.6 17.2 100.0

  (고용원O)자영업 51 3.9 25.5 54.9 15.7 100.0

  임금근로자 990 4.6 28.3 47.6 19.5 100.0

  그외종사자 14 .0 21.4 64.3 14.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4.6 29.2 48.1 18.1 100.0

  공공부문 121 5.2 22.0 46.8 26.0 100.0

  민간-공공협력 32 2.4 33.3 45.3 19.0 100.0

  비영리(NGO) 23 5.6 27.8 49.9 16.7 100.0

  기타 14 2.6 28.9 55.3 13.2 100.0



제2장╻ 분석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 55 ∙

○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담당교사와 

상담하기(어린이집, 학교, 사교육 등)

－ (연령대) 20대(31.6%), 30대(18.2%), 40대(15.9%), 50대 이상(14.5%)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 중졸(66.7%), 대학원 이상(26.6%), 대졸(16.3%), 전문대졸(13.2%), 고졸

(10.5%)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중졸의 경우 응답자 수가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18.5%)가 초등저학년인 경우(13.7%)

보다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9.6%), 임금근로자(17.1%), 그외종사자

(1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3.8%)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공공부문(22.5%), 비영리(NGO)(19.4%), 민간-공공협력(16.7%), 

민간부문(15.9%), 기타(13.2%)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56 ∙ 인구보건복지협회 

<표 30>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담당교사와 상담하기

(어린이집, 학교, 사교육 등)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4.6 28.2 48.1 19.1 100.0

연령대

  20대 19 .0 21.1 47.3 31.6 100.0

  30대 435 3.4 27.4 51.0 18.2 100.0

  40대 590 5.1 31.5 47.5 15.9 100.0

  50대이상 69 5.8 31.9 47.8 14.5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100.0

  초졸 1 .0 100.0 .0 .0 100.0

  중졸 3 .0 33.3 .0 66.7 100.0

  고졸 76 3.9 32.9 52.7 10.5 100.0

  전문대졸 159 5.0 32.7 49.1 13.2 100.0

  대졸 719 4.2 29.3 50.2 16.3 100.0

  대학원이상 154 5.2 26.0 42.2 26.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0 28.4 48.1 18.5 100.0

  초등저학년 350 3.1 32.6 50.6 13.7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8.6 25.9 51.7 13.8 100.0

  (고용원O)자영업 51 .0 25.5 54.9 19.6 100.0

  임금근로자 990 4.4 30.2 48.3 17.1 100.0

  그외종사자 14 .0 28.6 57.1 14.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4.9 30.8 48.4 15.9 100.0

  공공부문 121 3.5 22.5 51.5 22.5 100.0

  민간-공공협력 32 .0 31.0 52.3 16.7 100.0

  비영리(NGO) 23 8.3 27.8 44.5 19.4 100.0

  기타 14 .0 39.5 47.3 13.2 100.0



제2장╻ 분석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 57 ∙

○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하기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20대(21.1%), 50대 이상(8.7%), 30대(7.6%), 40대(5.4%)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 모든 집단에서 ‘자신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대학원 이상(8.4%), 

대졸(7.1%), 전문대졸(5.0%), 고졸(3.9%)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7.7%)가 초등저학년인 경우(4.6%)보다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5.5%), 그외종사자(7.1%), 임금근로자(6.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9%)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공공부문(12.1%0, 기타(10.5%), 비영리(NGO)(8.3%), 민간부문(5.6%), 

민간-공공협력(2.4%)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58 ∙ 인구보건복지협회 

<표 31>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하기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18.5 46.0 28.8 6.7 100.0

연령대

  20대 19 5.3 36.8 36.8 21.1 100.0

  30대 435 17.5 43.4 31.5 7.6 100.0

  40대 590 19.0 48.7 26.9 5.4 100.0

  50대이상 69 24.6 40.6 26.1 8.7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100.0

  초졸 1 .0 .0 100.0 .0 100.0

  중졸 3 33.3 .0 66.7 .0 100.0

  고졸 76 11.8 58.0 26.3 3.9 100.0

  전문대졸 159 20.8 52.8 21.4 5.0 100.0

  대졸 719 19.1 44.0 29.8 7.1 100.0

  대학원이상 154 16.9 42.2 32.5 8.4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9.0 43.7 29.6 7.7 100.0

  초등저학년 350 17.4 50.9 27.1 4.6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7.2 48.3 19.0 15.5 100.0

  (고용원O)자영업 51 11.8 49.0 33.3 5.9 100.0

  임금근로자 990 19.0 45.6 29.1 6.3 100.0

  그외종사자 14 14.3 42.9 35.7 7.1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9.8 47.5 27.1 5.6 100.0

  공공부문 121 18.5 38.2 31.2 12.1 100.0

  민간-공공협력 32 4.8 42.9 49.9 2.4 100.0

  비영리(NGO) 23 11.1 52.8 27.8 8.3 100.0

  기타 14 13.2 42.1 34.2 10.5 100.0



제2장╻ 분석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 59 ∙

○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과 교류하기

－ (연령대)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자신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 20대

(36.8%), 30대(18.6%), 50대 이상(17.4%), 40대(11.7%)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의 경우 ‘자신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중졸의 경우 응답자 수가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전문대졸의 

경우 ‘자신없다’에 응답한 비율(41.5%)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모두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영유아가(16.8%) 

초등저학년인 경우(11.7%)보다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0.8%)이며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임금근로자

(15.8%)임

－ (직장유형) 공공부문(22.5%), 민간-공공협력(16.7%), 민간부문(14.1%), 비영리

(NGO)(11.1%), 기타(7.9%) 순으로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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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자녀돌봄 관련 활동을 배우자 없이 혼자 수행할 경우의 자신감-또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과 교류하기

(단위: 명, %)

N
매우 

자신없다
자신없다 자신있다

매우 
자신있다

계

전체 1,113 5.4 31.0 48.4 15.2 100.0

연령대

  20대 19 .0 21.1 42.1 36.8 100.0

  30대 435 3.4 28.0 50.0 18.6 100.0

  40대 590 6.8 32.0 49.5 11.7 100.0

  50대이상 69 7.2 43.5 31.9 17.4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100.0

  초졸 1 .0 100.0 .0 .0 100.0

  중졸 3 .0 .0 66.7 33.3 100.0

  고졸 76 3.9 30.3 55.3 10.5 100.0

  전문대졸 159 8.2 41.5 40.9 9.4 100.0

  대졸 719 5.0 29.5 49.8 15.7 100.0

  대학원이상 154 5.2 27.9 46.1 20.8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4 29.9 47.9 16.8 100.0

  초등저학년 350 5.4 33.4 49.5 11.7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6.9 37.9 43.1 12.1 100.0

  (고용원O)자영업 51 5.9 23.5 60.8 9.8 100.0

  임금근로자 990 5.1 31.2 47.9 15.8 100.0

  그외종사자 14 21.4 14.3 57.2 7.1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5.5 31.7 48.7 14.1 100.0

  공공부문 121 4.6 26.6 46.3 22.5 100.0

  민간-공공협력 32 7.1 26.2 50.0 16.7 100.0

  비영리(NGO) 23 8.3 38.9 41.7 11.1 100.0

  기타 14 2.6 34.2 55.3 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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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대디의 양육효능감(총 6문항)

－ 워킹대디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총 6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함. 동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함

 B2-4. 귀하께서는 아이돌봄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동의하지 

않는다(2점) - 동의한다(3점) - 매우 동의한다(4점)’ 중에 응답)

 B2-4-1. 열심히 아이를 돌봐도 배우자가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역문항)

 B2-4-2. 열심히 아이를 돌봐도 아이가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역문항)

 B2-4-3. 양육방식 관련하여 배우자와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B2-4-4. 나는 혼자서 아이를 잘 돌보는 편이다

 B2-4-5. 나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다

 B2-4-6. 나는 아이의 관심사, 친구 등 일상을 잘 알고 있다

－ (연령대) 30대, 50대 이상의 양육효능감 평균 점수가 16.1점으로 가장 높으나 

연령대간 차이는 거의 없음

－ (학력) 대학원 이상의 집단이 16.4점으로 가장 높고 무학/초교미만~중졸 집단이 

15.0점으로 가장 낮음(그러나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의 경우 응답자 수가 1~

3명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16.1점, 초등 저학년인 경우 15.9점으로 큰 차이 

없음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집단이 16.1점으로 가장 높고 그외종사자 

집단이 14.7점으로 가장 낮음

－ (직장유형) 공공부문은 16.3점으로 가장 높고 비영리(NGO)는 15.9점으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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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워킹대디의 양육효능감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16.0 2.0 6.0 23.0

연령대

  20대 19 15.8 2.0 13.0 20.0

  30대 435 16.1 2.1 6.0 23.0

  40대 590 15.9 2.0 9.0 22.0

  50대이상 69 16.1 2.1 10.0 21.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5.0 -　 15.0 15.0

  초졸 1 15.0 - 15.0 15.0

  중졸 3 15.0 1.0 14.0 16.0

  고졸 76 15.7 1.8 11.0 21.0

  전문대졸 159 15.8 1.9 12.0 22.0

  대졸 719 16.0 2.1 6.0 23.0

  대학원이상 154 16.4 2.0 12.0 22.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6.1 2.0 6.0 22.0

  초등저학년 350 15.9 2.1 10.0 23.0

종사상지위

  (고용원 X)자영업 58 15.9 1.8 12.0 21.0

  (고용원 O)자영업 51 16.1 1.8 12.0 21.0

  임금근로자 990 16.0 2.1 6.0 23.0

  그외종사자 14 14.7 1.4 12.0 18.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6.0 2.0 6.0 23.0

  공공부문 121 16.3 2.1 9.0 22.0

  민간-공공협력 32 16.0 1.9 12.0 20.0

  비영리(NGO) 23 15.9 1.8 12.0 20.0

  기타 14 16.0 2.1 1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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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을 아빠로써 0~100점 중 몇점 아빠라고 생각하는지 자가평가

－ (연령대) 20대가 74.1점으로 가장 높지만 표준편차 또한 19.4로 가장 큼. 

따라서 최소 54.7점에서 최대 93.5점 범위 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50대 이상은 67.7점으로 가장 평균점수가 낮음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집단을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72.7점)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고졸(63.8점)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69.6점으로 초등저학년인 경우의 67.7점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음. 영유아의 경우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51.7점에서 

최대 87.5점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최소 49.9점에서 

최대 85.5점 범위 내에 분포함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집단이 73.3점으로 가장 높고 

그외종사자는 62.8점으로 가장 낮음. 표준편차가 가장 큰 집단은 그 외종사자 

집단(21.4점)으로 적게는 41.4점, 높게는 84.2점까지 범위 내에 분포함

－ (직장유형) 비영리(NGO)가 73.1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기타가 64.4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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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스스로 몇점 아빠라고 생각하는지 자가평가(100점 만점)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69.0 17.9 .0 100.0

연령대

  20대 19 74.1 19.4 30.0 100.0

  30대 435 70.6 18.0 .0 100.0

  40대 590 67.8 17.9 .0 100.0

  50대이상 69 67.7 16.1 30.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80.0 - 80.0 80.0

  초졸 1 90.0 - 90.0 90.0

  중졸 3 80.0 26.5 50.0 100.0

  고졸 76 63.8 17.2 20.0 100.0

  전문대졸 159 67.3 16.1 20.0 100.0

  대졸 719 69.0 18.2 .0 100.0

  대학원이상 154 72.7 17.8 10.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9.6 17.9 .0 100.0

  초등저학년 350 67.7 17.8 .0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 X)자영업 58 73.1 18.5 8.0 100.0

  (고용원 O)자영업 51 73.3 17.8 10.0 100.0

  임금근로자 990 68.6 17.7 .0 100.0

  그외종사자 14 62.8 21.4 20.0 99.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68.6 17.2 .0 100.0

  공공부문 121 71.9 18.7 9.0 100.0

  민간-공공협력 32 65.2 22.0 10.0 100.0

  비영리(NGO) 23 73.1 19.2 15.0 100.0

  기타 14 64.4 20.0 10.0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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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육 관련 자원

⧠ 워킹대디가 현재 갖고 있는 양육 관련 자원과 관련 지식의 습득경로

○ 긴급상황 발생시 어디에 가장 먼저 자녀돌봄 관련 도움요청 할 것인지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그리고 대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나의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모두 배우자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순으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종사상지위) 고용원 유무와 상관없이 두 개의 자영업자 집단은 모두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40.8%), 나의 부모님(36.8%), 공적돌봄

체계(8.5%), 동네이웃(5.8%), 친척(4.4%), 기타(2.1%), 베이비시터(1.6%) 

순임. 그외종사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42.9%)에 뒤이어 나의 부모님과 

베이비시터가 동일하게 각 21.4%의 비율을 차지하여 베이비시터 응답비율이 

0.0%~1.6%로 분포한 다른 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직장유형) 공공부문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순으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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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긴급상황 발생시 가장 먼저 자녀돌봄 관련 도움 요청할 곳*

(단위: 명, %)

N 1 2 3 4 5 6 7 계

전체 1,113 36.7 39.9 8.8 6.2 4.5 1.7 2.2 100.0

연령대

  20대 19 42.1 31.6 10.5 15.8 .0 .0 .0 100.0

  30대 435 36.3 43.5 8.3 4.1 3.2 1.8 2.8 100.0

  40대 590 37.6 38.2 9.2 7.1 5.1 1.4 1.4 100.0

  50대이상 69 29.0 34.8 8.7 8.7 8.7 4.3 5.8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0 .0 100.0 .0 .0 100.0

  초졸 1 100.0 .0 .0 .0 .0 .0 .0 100.0

  중졸 3 .0 66.7 33.3 .0 .0 .0 .0 100.0

  고졸 76 31.6 36.9 9.2 5.3 10.5 2.6 3.9 100.0

  전문대졸 159 28.9 44.1 9.4 6.9 5.0 1.3 4.4 100.0

  대졸 719 39.6 39.4 9.0 5.7 3.3 1.7 1.3 100.0

  대학원이상 154 33.8 40.4 6.5 8.4 5.8 1.9 3.2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37.7 41.2 8.5 4.3 4.1 1.8 2.4 100.0

  초등저학년 350 34.3 37.5 9.4 10.3 5.4 1.4 1.7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32.8 29.3 15.5 13.8 3.4 .0 5.2 100.0

  (고용원O)자영업 51 43.1 35.4 7.8 7.8 5.9 .0 .0 100.0

  임금근로자 990 36.8 40.8 8.5 5.8 4.4 1.6 2.1 100.0

  그외종사자 14 21.4 43.0 7.1 .0 7.1 21.4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37.3 40.3 9.0 5.7 4.0 1.6 2.1 100.0

  공공부문 121 39.9 37.5 7.5 5.8 6.4 2.3 .6 100.0

  민간-공공협력 32 19.0 40.5 14.3 14.3 9.5 .0 2.4 100.0

  비영리(NGO) 23 25.0 41.6 8.3 13.9 5.6 2.8 2.8 100.0

  기타 14 39.5 39.5 5.3 2.6 .0 2.6 10.5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나의 부모님, 2=배우자의 부모님, 3=공적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 4=동네이웃, 5=친척, 

6=베이비시터, 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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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한 곳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한 이유9)

－ (연령대) 긴급상황 발생시 어디에 가장 먼저 자녀돌봄 관련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유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 초등저학년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 (직장유형) 비영리(NGO)조직과 기타조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9) 해당 통계는 전체 응답자 1,113명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가장 먼저 자녀돌봄 관련하여 도움 요청할 곳’에 

대해 ‘7=기타’라고 응답한 24명을 제외한 1,089명의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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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응답한 곳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한 이유

(단위: 명, %)

N

아이가 
가장 
편안해 
하는 
곳이어서

아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

비용부담이 
적어서

기타 계

전체 1,089 28.5 21.8 47.5 1.1 1.1 100.0

연령대

  20대 19 36.8 31.6 31.6 .0 .0 100.0

  30대 423 26.7 24.6 46.8 .7 1.2 100.0

  40대 582 28.9 20.6 48.5 1.0 1.0 100.0

  50대이상 65 33.8 10.8 49.3 4.6 1.5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0.0 .0 .0 .0 .0 100.0

  초졸 1 .0 100.0 .0 .0 .0 100.0

  중졸 3 33.3 33.3 33.3 .0 .0 100.0

  고졸 73 34.2 15.1 46.6 1.4 2.7 100.0

  전문대졸 152 21.7 26.3 48.1 2.6 1.3 100.0

  대졸 710 29.7 22.4 46.2 .7 1.0 100.0

  대학원이상 149 26.2 16.8 55.0 1.3 .7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45 27.4 23.5 47.2 1.1 .8 100.0

  초등저학년 344 30.8 18.0 48.3 1.2 1.7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5 32.7 27.3 40.0 .0 .0 100.0

  (고용원O)자영업 51 27.5 19.6 52.9 .0 .0 100.0

  임금근로자 969 28.6 21.4 47.8 1.1 1.1 100.0

  그외종사자 14 7.1 35.7 43.0 7.1 7.1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807 29.1 20.7 47.9 1.2 1.1 100.0

  공공부문 172 22.7 27.3 48.8 .6 .6 100.0

  민간-공공협력 41 17.1 29.3 53.6 .0 .0 100.0

  비영리(NGO) 35 40.0 14.3 39.9 2.9 2.9 100.0

  기타 34 44.2 17.6 35.3 .0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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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관련 정보 주요 습득경로10)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배우자’를 통해 육아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배우자(43.8%), 온라인커뮤니티(23.2%), 지인(13.6%), 육아관련 유튜브(5.

8%), 육아관련 서적(3.1%), 조부모/친인척(1.7%), 관련 전문가(1.4%) 순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모든 집단이 배우자,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배우자, 온라인 커뮤니티, 지인 순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배우자,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관련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민간-공공협력

조직의 경우 배우자(40.5%) 다음으로 육아관련 유튜브(16.7%)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10) 해당 통계는 전체 응답자 1,113명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가장 먼저 자녀돌봄 관련하여 도움 요청할 곳’에 

대해 ‘7=기타’라고 응답한 24명을 제외한 1,089명의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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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육아관련 정보 주요 습득경로*

(단위: 명, %)

N 1 2 3 4 5 6 7 8 9 계

전체 1,089 7.0 23.5 42.7 2.3 7.5 11.9 1.4 3.0 .7 100.0

연령대

  20대 19 10.5 36.9 26.3 10.5 10.5 .0 .0 .0 5.3 100.0

  30대 423 6.4 24.8 41.1 2.8 10.6 9.7 1.6 2.5 .5 100.0

  40대 582 6.6 23.2 43.8 1.7 5.8 13.6 1.4 3.1 .8 100.0

  50대이상 65 13.0 14.5 45.0 2.9 2.9 14.5 1.4 5.8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0 .0 .0 .0 .0 100.0

  초졸 1 .0 .0 .0 100.0 .0 .0 .0 .0 .0 100.0

  중졸 3 .0 33.3 66.7 .0 .0 .0 .0 .0 .0 100.0

  고졸 73 6.6 25.0 36.9 2.6 10.5 13.2 2.6 1.3 1.3 100.0

  전문대졸 152 4.4 22.6 47.3 3.1 7.5 8.8 .6 3.8 1.9 100.0

  대졸 710 7.9 24.2 42.1 1.9 7.5 11.7 1.4 2.9 .4 100.0

  대학원이상 149 5.8 20.8 43.0 2.6 6.5 15.6 1.9 3.2 .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45 8.0 24.4 42.1 3.0 7.6 10.2 1.4 2.4 .9 100.0

  초등저학년 344 4.9 21.7 43.7 .9 7.4 15.4 1.4 4.3 .3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5 10.3 15.5 46.7 5.2 5.2 10.3 .0 3.4 3.4 100.0

  (고용원O)자영업 51 7.8 25.5 43.1 5.9 5.9 7.8 2.0 2.0 .0 100.0

  임금근로자 969 6.8 23.8 42.4 2.0 7.7 12.3 1.5 2.9 .6 100.0

  그외종사자 14 7.1 28.6 42.9 .0 14.3 .0 .0 7.1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807 7.2 24.6 42.1 2.3 6.6 11.8 1.6 3.4 .4 100.0

  공공부문 172 6.9 23.1 42.8 1.2 9.8 12.1 .6 2.3 1.2 100.0

  민간-공공협력 41 9.5 14.3 40.5 7.1 16.7 7.1 .0 .0 4.8 100.0

  비영리(NGO) 35 2.8 27.8 38.8 2.8 8.3 13.9 2.8 .0 2.8 100.0

  기타 34 5.3 7.9 55.3 2.6 7.9 15.8 2.6 2.6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습득경로는 다음과 같다. 

  1=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 공공사이트, 2=온라인커뮤니티, 3=배우자, 4=조부모, 친인척, 5=육아관련 유튜브, 

6=지인(친구, 동료, 이웃 등), 7=관련 전문가(의사, 보육교사), 8=육아관련 서적, 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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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득한 육아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 기준)

－ (연령대) 앞서 응답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육아관련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6.3~6.6점 내로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음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집단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집단은 대학원 이상(6.7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집단은 고졸

(5.8점)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6.5점, 초등저학년인 경우 6.4점으로 큰 차이 

없음

－ (종사상지위) 가장 낮은 점수를 준 집단은 그외종사자(5.5점)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임금근로자는 각 6.5점으로 가장 높으나 다른 집단과의 큰 차이는 

없음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6.1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집단의 평균점수는 

6.5점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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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습득한 육아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 기준)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6.5 1.5 0 10

연령대

  20대 19 6.6 1.9 2 10

  30대 435 6.5 1.5 0 10

  40대 590 6.5 1.4 1 10

  50대이상 69 6.3 1.7 0 1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7.0 -　 7 7

  초졸 1 5.0 - 5 5

  중졸 3 6.0 1.0 5 7

  고졸 76 5.8 1.7 0 10

  전문대졸 159 6.2 1.4 2 10

  대졸 719 6.5 1.4 0 10

  대학원이상 154 6.7 1.5 1 1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5 1.5 0 10

  초등저학년 350 6.4 1.4 0 10

종사상지위

  (고용원 X)자영업 58 6.4 1.4 2 10

  (고용원 O)자영업 51 6.5 1.6 2 9

  임금근로자 990 6.5 1.5 0 10

  그외종사자 14 5.5 2.1 2 9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6.5 1.4 0 10

  공공부문 121 6.5 1.6 0 10

  민간-공공협력 32 6.1 1.7 2 9

  비영리(NGO) 23 6.5 1.6 2 10

  기타 14 6.5 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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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위한 육아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 100인의 아빠단11)

－ (연령대)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100인의 아빠단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다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

보다 가장 높음. 20대의 경우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낮으나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63.1%이며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0.0%임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 집단의 경우 전혀 모름(66.2%),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25.2%),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5.1%),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3.5%)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 구분과 상관없이 100인의 아빠단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의 경우 67.2%, 초등저학년인 경우 69.4%로 모두 60.0%

이상의 비율을 보임.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2.4%, 

2.3%임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혀 모름(69.1%),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24.2%),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4.6%),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2.1%) 순임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전혀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전혀 모름(70.9%),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22.9%),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3.5%),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2.7%) 순임. 민간-공공협력조직의 경우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40.5%), 전혀 모름,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각 26.2%),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7.1%) 순임

11) 육아에 관심있는 아빠 100명을 선정해 육아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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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아빠를 위한 육아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 100인의 아빠단

(단위: 명, %)

N 전혀 모름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
계

전체 1,113 68.0 24.6 5.1 2.3 100.0

연령대

  20대 19 31.6 63.1 5.3 .0 100.0

  30대 435 66.2 25.1 6.4 2.3 100.0

  40대 590 70.2 23.2 4.2 2.4 100.0

  50대이상 69 69.6 23.2 4.3 2.9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100.0

  초졸 1 100.0 .0 .0 .0 100.0

  중졸 3 66.7 .0 33.3 .0 100.0

  고졸 76 73.7 17.1 9.2 .0 100.0

  전문대졸 159 71.7 24.5 3.8 .0 100.0

  대졸 719 66.2 25.2 5.1 3.5 100.0

  대학원이상 154 69.5 26.0 3.9 .6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7.2 24.9 5.5 2.4 100.0

  초등저학년 350 69.4 24.0 4.3 2.3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58.6 27.6 8.6 5.2 100.0

  (고용원O)자영업 51 56.9 31.4 7.8 3.9 100.0

  임금근로자 990 69.1 24.2 4.6 2.1 100.0

  그외종사자 14 71.4 14.3 14.3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70.9 22.9 3.5 2.7 100.0

  공공부문 121 67.6 27.2 4.6 .6 100.0

  민간-공공협력 32 26.2 40.5 26.2 7.1 100.0

  비영리(NGO) 23 58.3 27.8 13.9 .0 100.0

  기타 14 60.6 28.9 10.5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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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위한 육아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 남성육아지원프로그램12)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남성육아지원프로그램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20대의 경우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본 적 없음(52.6%), 전혀 모름

(26.3%),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21.1%) 등 순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전혀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전혀 모름(55.5%),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37.4%),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4.2%), 이용해봤으며 도움이 됨(2.9%)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 순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전혀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 

순으로 나타남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전혀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전혀 모름(60.7%),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33.4%),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3.5%),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2.4%) 순임. 민간-공공협력조직의 경우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54.7%), 전혀 모름(28.6%),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14.3%),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2.4%) 순임 

12) 육아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에서 가족교육 및 상담, 아이돌봄, 가족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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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아빠를 위한 육아커뮤니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 남성육아지원프로그램

(단위: 명, %)

N 전혀 모름

알고는 
있지만 

사용해 본 적 
없음

이용해 
봤으나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함

이용해 
봤으며 

도움이 됨
계

전체 1,113 57.4 36.2 4.1 2.3 100.0

연령대

  20대 19 26.3 52.6 21.1 .0 100.0

  30대 435 55.8 36.3 5.1 2.8 100.0

  40대 590 59.5 35.9 2.9 1.7 100.0

  50대이상 69 56.6 33.3 4.3 5.8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100.0

  초졸 1 100.0 .0 .0 .0 100.0

  중졸 3 66.7 33.3 .0 .0 100.0

  고졸 76 55.2 38.2 5.3 1.3 100.0

  전문대졸 159 63.5 32.1 3.1 1.3 100.0

  대졸 719 55.5 37.4 4.2 2.9 100.0

  대학원이상 154 60.4 33.8 4.5 1.3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57.5 36.3 4.2 2.0 100.0

  초등저학년 350 56.9 36.0 4.0 3.1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48.3 44.8 5.2 1.7 100.0

  (고용원O)자영업 51 47.1 39.2 7.8 5.9 100.0

  임금근로자 990 58.4 35.6 3.8 2.2 100.0

  그외종사자 14 57.2 35.7 7.1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60.7 33.4 3.5 2.4 100.0

  공공부문 121 51.4 42.8 3.5 2.3 100.0

  민간-공공협력 32 28.6 54.7 14.3 2.4 100.0

  비영리(NGO) 23 52.8 38.9 8.3 .0 100.0

  기타 14 47.4 44.7 5.3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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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워킹대디 유무

－ (연령대)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32,6%)이며 20대(31.6%), 40대(24.2%), 50대 이상(15.9%) 순임.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84.1%), 40대

(75.8%), 20대(68.4%), 30대(67.4%) 순임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한 다른 지단 

모두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졸(31.2%)이며 대학원 이상(24.7%), 

고졸(18.4%), 전문대졸(14.5%) 등 순임.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전문대졸(85.5%)이며 고졸(81.6%), 대학원 이상

(75.3%), 대졸(68.8%) 등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초등저학년인 경우(22.9%)보다 영유아인 경우(29.1%)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초등저학년인 경우(77.1%)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인 경우(70.9%)보다 더 

높지만 두 집단 모두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이상임

－ (종사상지위)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1.4%)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9.3%), 임금근로자(26.9%), 

그외종사자(21.4%) 순임

－ (직장유형)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민간-

공공협력조직(38.1%)이며 공공부문(31.2%), 민간부문(26.3%), 비영리(NGO)

(25.0%), 기타(15.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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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워킹대디 유무

(단위: 명, %)

N
교류하는 워킹대디 

있음
교류하는 워킹대디 

없음
계

전체 1,113 27.1 72.9 100.0

연령대

  20대 19 31.6 68.4 100.0

  30대 435 32.6 67.4 100.0

  40대 590 24.2 75.8 100.0

  50대이상 69 15.9 84.1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100.0

  초졸 1 100.0 .0 100.0

  중졸 3 66.7 33.3 100.0

  고졸 76 18.4 81.6 100.0

  전문대졸 159 14.5 85.5 100.0

  대졸 719 31.2 68.8 100.0

  대학원이상 154 24.7 75.3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9.1 70.9 100.0

  초등저학년 350 22.9 77.1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9.3 70.7 100.0

  (고용원O)자영업 51 31.4 68.6 100.0

  임금근로자 990 26.9 73.1 100.0

  그외종사자 14 21.4 78.6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26.3 73.7 100.0

  공공부문 121 31.2 68.8 100.0

  민간-공공협력 32 38.1 61.9 100.0

  비영리(NGO) 23 25.0 75.0 100.0

  기타 14 15.8 8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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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워킹대디를 알게 된 경로13)

－ (연령대)  20대의 경우 직장동료,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육아와 관련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 33.3%씩으로 고루 분포함. 30대의 경우 직장동료인 

경우(52.2%)가 가장 많고 뒤이어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17.6%),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모임(9.2%), 기타(7.0%) 등 순임. 40대도 마찬가지로 

직장 동료(54.5%)인 경우가 가장 많고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13.3%),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모임(11.2%), 문화센터, 동네 놀이터 등에서 

알게 된 경우와 기타 경로로 알게 된 경우가 각 7.7%였으며, 육아와 관련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5.6%) 순임.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육아관련 

온라인 커뮤니티(27.2%)를 통해 다른 워킹대디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직장 동료, 문화센터나 동네 놀이터에서 알게 된 

경우, 육아와 관련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 18.2%였고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된 경우와 기타 경로가 각 9.1%임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 집단의 경우 직장동료(53.1%)인 경우가 

가장 많고 뒤이어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17.9%),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모임(8.5%) 등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모두 직장 동료인 경우가 각 53.5%, 4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각 15.3%, 18.8%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음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35.3%),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장 동료인 

경우(55.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직장동료인 경우가 54.3%

로 가장 많고 뒤이어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13.4%) , 자녀의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모임(10.6%) 등 순임

13)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있다’고 응답한 302명(27.1%)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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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다른 워킹대디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N 1 2 3 4 5 6 계

전체 302 51.7 7.3 16.2 7.6 9.9 7.3 100.0

연령대

  20대 6 33.3 .0 33.3 33.3 .0 .0 100.0

  30대 142 52.2 6.3 17.6 7.7 9.2 7.0 100.0

  40대 143 54.5 7.7 13.3 5.6 11.2 7.7 100.0

  50대이상 11 18.2 18.2 27.2 18.2 9.1 9.1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0 .0 .0 .0 .0 .0 .0 .0

  초졸 1 .0 .0 100.0 .0 .0 .0 100.0

  중졸 2 50.0 .0 50.0 .0 .0 .0 100.0

  고졸 14 28.6 14.3 28.6 14.3 7.1 7.1 100.0

  전문대졸 23 43.6 8.7 4.3 8.7 21.7 13.0 100.0

  대졸 224 53.1 6.3  17.9 7.1 8.5 7.1 100.0

  대학원이상 38 57.8 10.5 5.3 7.9 13.2 5.3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222 53.5 8.6 15.3 7.2 7.7 7.7 100.0

  초등저학년 80 46.0 3.8 18.8 8.8 16.3 6.3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 X)자영업 17 23.5 11.8 35.3 5.9 17.6 5.9 100.0

 (고용원 O)자영업 16 25.0 12.4 25.0 18.8 18.8 .0 100.0

  임금근로자 266 55.7 6.8 13.9 7.1 9.0 7.5 100.0

  그외종사자 3 .0 .0 66.7 .0 .0 33.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217 54.3 5.5 13.4 6.5 10.6 9.7 100.0

  공공부문 54 57.3 9.3 13.0 11.1 9.3 .0 100.0

  민간-공공협력 16 6.3 12.5 62.4 12.5 6.3 .0 100.0

  비영리(NGO) 9 55.6 11.1 22.2 11.1 .0 .0 100.0

  기타 6 16.7 33.2 16.7 .0 16.7 16.7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같은 직장(자영업자: 사업체)에서 근무(직장동료 등), 2=문화센터, 동네 놀이터 등에서 알게 됨, 3=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됨, 4=육아와 관련없는 온라인 커뮤니티(ex. 취미동호회, 온라인게임 등)에서 알게 됨, 5=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됨,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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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 유무14)

－ (연령대)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69.2%)이며 뒤이어 40대(56.4%), 30대(54.9%), 50대 이상

(53.4%) 순임.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46.6%)이며, 뒤이어 30대(45.1%), 40대(43.6%), 

20대(30.8%) 순임

－ (학력) 응답자 수가 0~1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집단을 제외하고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졸

(58.2%)이며 뒤이어 대학원 이상(57.8%), 전문대졸(52.2%), 고졸(43.5%)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58.9%)가 영유아인 경우(54.3%)

보다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7.1%)이며 뒤이어 임금근로자(56.4%), 

그외종사자(54.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6.3%) 순임

－ (직장유형)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공공부문(61.3%), 민간부문(56.2%), 기타(53.1%), 민간-공공협력(42.3%), 

비영리(NGO)(40.7%) 순임

14) 소통하거나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811명(72.9%)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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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 유무

(단위: 명, %)

N 있다 없다 계

전체 811 55.9 44.1 100.0

연령대

  20대 13 69.2 30.8 100.0

  30대 293 54.9 45.1 100.0

  40대 447 56.4 43.6 100.0

  50대이상 58 53.4 46.6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100.0

  초졸 0 .0 .0 .0

  중졸 1 .0 100.0 100.0

  고졸 62 43.5 56.5 100.0

  전문대졸 136 52.2 47.8 100.0

  대졸 495 58.2 41.8 100.0

  대학원이상 116 57.8 42.2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541 54.3 45.7 100.0

  초등저학년 270 58.9 41.1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41 46.3 53.7 100.0

  (고용원O)자영업 35 57.1 42.9 100.0

  임금근로자 724 56.4 43.6 100.0

  그외종사자 11 54.5 45.5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607 56.2 43.8 100.0

  공공부문 119 61.3 38.7 100.0

  민간-공공협력 26 42.3 57.7 100.0

  비영리(NGO) 27 40.7 59.3 100.0

  기타 32 53.1 46.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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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동안,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자주 들었던 말

－ ‘고생했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응답함(27.0%)

－ 뒤이어 ‘수고했어’(22.4%), ‘고마워’(19.7%) 등 순임

<그림 1> 최근 2달 동안,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자주 들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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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근 2달 동안,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자주 들었던 말

(단위: 명, %)

순위 응답 내용 응답 수 %

1 고생했어 300 27.0 

2 수고했어 249 22.4 

3 고마워 219 19.7 

4 애들이랑 놀아줘 41 3.7 

5 좀 더 관심을 가져봐 32 2.9 

6 이것좀 해줘 28 2.5 

7 이거 밖에 못해? 23 2.1 

8 좀 도와줘 18 1.6 

9 당신이 그렇지 뭐 17 1.5 

10 한게 뭐가 있어? 16 1.4 

11 사랑해 15 1.3 

12 힘들었지? 12 1.1 

13 그렇게 하면 안돼 11 1.0 

14 애들 좀 봐 8 .7 

15 일찍 들어와 8 .7 

16 감사합니다 7 .6 

17 나만 하잖아 7 .6 

18 화 좀 내지마 8 .7 

19 그만 말해 3 .3 

20 내가 할게 3 .3 

21 뭐하고 있어? 3 .3 

22 좀 제대로 해 3 .3 

23 피곤해 3 .3 

24 가봐 2 .2 

25 다른 아빠들보다 나아 2 .2 

26 아주 좋아 2 .2 

27 안녕하세요 2 .2 

28 알았어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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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 ‘고마워’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응답함(41.9%)

－ 뒤이어 ‘아이가 좋아하더라(9.2%)’, ‘수고했어’(8.3%) 등 순임

<그림 2>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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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아이돌봄 관련하여 가족(배우자 포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단위: 명, %)

순위 응답 내용 응답 수 %

1 고마워 466 41.9 

2 아이가 좋아하더라 102 9.2 

3 수고했어 92 8.3 

4 고생했어 83 7.5 

5 힘들었지? 78 7.0 

6 잘하고 있어 48 4.3 

7 사랑해 47 4.2 

8 아빠가 최고야 37 3.3 

9 좀 쉬어 34 3.1 

10 내가 할게 16 1.4 

11 역시 당신이 최고야 13 1.2 

12 당신밖에 없어 8 .7 

13 행복하다 5 .4 

14 친구랑 놀다와 4 .4 

15 같이하자 3 .3 

16 너무 좋아 3 .3 

17 이해해 3 .3 

18 멋있어 2 .2 

19 오늘은 자유시간 가져 2 .2 

20 용돈줄게 2 .2 

21 결혼잘했다 생각해 1 .1 

22 괜찮아 1 .1 

23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보는? 1 .1 

24 다행이다 1 .1 

25 돈많아 1 .1 

26 미안해 1 .1 

27 아이가 자랑하더라 1 .1 

28 좋구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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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양육하며 느끼는 현재의 행복감

－ (연령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7.6점)이지만 각 연령대별로 

평균점수 간의 차이는 근소한 수준임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7.6점)이며 뒤이어 대졸(7.4점), 전문대졸(7.2점), 

고졸(7.1점)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7.4점)가 초등저학년인 경우(7.3점)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으나 그 차이는 근소함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7.5점), 임금근로자(7.4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7.0점), 그외종사자(6.9점) 순임

－ (직장유형) 공공부문(7.5점), 민간부문(7.4점), 비영리(NGO)와 기타(각 7.2점), 

민간-공공협력(6.8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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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아이를 양육하며 느끼는 현재의 행복감(10점 만점 기준)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7.4 1.7 0 10

연령대

  20대 19 7.5 1.7 4 10

  30대 435 7.4 1.7 0 10

  40대 590 7.3 1.6 1 10

  50대이상 69 7.6 1.4 4 1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8.0 - 8 8

  초졸 1 5.0 - 5 5

  중졸 3 7.7 2.5 5 10

  고졸 76 7.1 1.8 2 10

  전문대졸 159 7.2 1.6 2 10

  대졸 719 7.4 1.7 0 10

  대학원이상 154 7.6 1.6 1 1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7.4 1.7 0 10

  초등저학년 350 7.3 1.6 0 1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7.0 1.7 1 10

  (고용원O)자영업 51 7.5 1.7 3 10

  임금근로자 990 7.4 1.6 0 10

  그외종사자 14 6.9 2.0 2 1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7.4 1.6 0 10

  공공부문 121 7.5 1.8 2 10

  민간-공공협력 32 6.8 1.8 2 10

  비영리(NGO) 23 7.2 1.5 4 10

  기타 14 7.2 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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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인식(총 7문항)

－ 워킹대디의 성평등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총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자 

스스로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찾아 응답하도록 함.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성평등인식이 높다고 해석함

 B3-10.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찾아 

응답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그렇지 않다(2점) - 그렇다(3점) 

- 매우 그렇다(4점) 중 응답)

 B3-10-1. 내가 집안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B3-10-2.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일은 나의 책임이다

 B3-10-3. 집안의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B3-10-4.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나와 배우자 모두에게 있다

 B3-10-5. 나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어야 한다

 B3-10-6. 가정을 돌보는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다

 B3-10-7.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나는 도와주는 것이다

－ (연령대) 성평등인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각 17.6점)

이지만 연령대 간 차이는 근소함. 또한 표준편차가 낮게는 1.9, 높게는 2.6

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집단을 제외하고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17.8점)이며 뒤이어 대졸과 전문대졸(각 17.6점), 고졸(16.8점)임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으며, 초등저학년인 경우(17.6점)가 

영유아인 경우(17.5점)보다 평균 점수가 소폭 더 높음

－ (종사상지위) 그외종사자인 경우(17.4점)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음 

－ (직장유형) 공공부문(17.8점), 민간부문과 비영리(NGO)(각 17.6점), 기타(17.0점), 

민간-공공협력(16.8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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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성평등인식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17.6 2.4 9.0 27.0

연령대

  20대 19 16.4 1.9 12.0 19.0

  30대 435 17.6 2.5 11.0 27.0

  40대 590 17.6 2.3 10.0 25.0

  50대이상 69 16.8 2.6 9.0 25.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9.0 - 19.0 19.0

  초졸 1 18.0 - 18.0 18.0

  중졸 3 17.3 1.5 16.0 19.0

  고졸 76 16.8 2.5 12.0 25.0

  전문대졸 159 17.6 2.5 12.0 25.0

  대졸 719 17.6 2.4 9.0 27.0

  대학원이상 154 17.8 2.3 10.0 23.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7.5 2.4 9.0 27.0

  초등저학년 350 17.6 2.4 10.0 25.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6.7 2.3 12.0 21.0

  (고용원O)자영업 51 17.1 3.1 9.0 25.0

  임금근로자 990 17.6 2.3 11.0 27.0

  그외종사자 14 17.4 3.1 13.0 25.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7.6 2.4 9.0 25.0

  공공부문 121 17.8 2.6 11.0 27.0

  민간-공공협력 32 16.8 2.1 13.0 20.0

  비영리(NGO) 23 17.6 1.9 14.0 21.0

  기타 14 17.0 2.6 13.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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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가정양립실태

⧠ 워킹대디의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 및 직장(사업체) 관련 요인

○ 워킹대디가 사용해 본 일･가정양립제도(복수응답)

－ 보기로 제시한 4가지 제도 중 1개라도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597명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8.2%), 유연근무제도(24.7%), 가족돌봄휴가제도(12.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11.1%) 순으로 사용해 본적이 있음

－ 사용해 본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16명(46.4%)임

<표 48> 워킹대디가 사용해 본 일･가정양립제도(복수응답)

(단위: 명, %)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미사용

계
N % N %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재택근무/원격근무제)
275 24.7 838 75.3 100.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23 11.1 990 88.9 100.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가 사용)
314 28.2 799 71.8 100.0

가족돌봄휴가제도 139 12.5 974 87.5 100.0

사용해본 제도 없음 1개라도 사용해봄
계

N % N %

사용해본 제도 없음 516 46.4 597 53.6 100.0

－ (연령대) 20대는 평균 1.0개 사용, 50대 이상은 평균 0.6개를 사용함

－ (학력) 대학원 이상 집단은 사용해본 제도 개수가 평균 0.9개로 가장 많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가 초등저학년보다 더 많이 사용함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가 평균 0.8개 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함

－ (직장유형) 공공부문은 평균 1.2개로 가장 많고 기타는 평균 0.5개로 가장 적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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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워킹대디가 사용해본 일･가정양립제도의 수

(단위: 명, 개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8 .9 .0 4.0

연령대

  20대 19 1.0 .7 .0 3.0

  30대 435 .9 .9 .0 4.0

  40대 590 .7 .9 .0 4.0

  50대이상 69 .6 .7 .0 4.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 - 1.0 1.0

  초졸 1 1.0 - 1.0 1.0

  중졸 3 1.0 1.0 .0 2.0

  고졸 76 .6 .7 .0 3.0

  전문대졸 159 .6 .8 .0 4.0

  대졸 719 .8 .9 .0 4.0

  대학원이상 154 .9 .9 .0 4.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8 .9 .0 4.0

  초등저학년 350 .6 .8 .0 4.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6 .8 .0 4.0

  (고용원O)자영업 51 .6 .8 .0 4.0

  임금근로자 990 .8 .9 .0 4.0

  그외종사자 14 .7 .6 .0 2.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7 .8 .0 4.0

  공공부문 121 1.2 .9 .0 4.0

  민간-공공협력 32 1.1 .8 .0 4.0

  비영리(NGO) 23 1.0 1.0 .0 4.0

  기타 14 .5 .6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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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경험 유무

－ (연령대) 20대(31.6%), 30대(24.1%), 50대 이상(23.2%), 40대(16.3%)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음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21.6%)이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78.4%)보다 더 낮음.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막내자녀 구분) 현재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21.6%)이 초등저학년인 경우(16.6%)보다 높음 

－ (종사상지위)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5.5%)이며 뒤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2.4%), 

임금근로자(19.7%), 그외종사자(14.3%)순임

－ (직장유형) 민간-공공협력조직(45.2%)의 육아휴직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공공부문(26.6%), 비영리(NGO)(22.2%), 민간부문(17.7%), 기타(10.

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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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육아휴직 사용 경험 유무

(단위: 명, %)

N 예 아니오 계

전체 1,113 20.0 80.0 100.0

연령대

  20대 19 31.6 68.4 100.0

  30대 435 24.1 75.9 100.0

  40대 590 16.3 83.7 100.0

  50대이상 69 23.2 76.8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0.0 .0 100.0

  초졸 1 100.0 .0 100.0

  중졸 3 33.3 66.7 100.0

  고졸 76 21.1 78.9 100.0

  전문대졸 159 15.1 84.9 100.0

  대졸 719 21.6 78.4 100.0

  대학원이상 154 16.2 83.8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1.6 78.4 100.0

  초등저학년 350 16.6 83.4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2.4 77.6 100.0

  (고용원O)자영업 51 25.5 74.5 100.0

  임금근로자 990 19.7 80.3 100.0

  그외종사자 14 14.3 85.7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7.7 82.3 100.0

  공공부문 121 26.6 73.4 100.0

  민간-공공협력 32 45.2 54.8 100.0

  비영리(NGO) 23 22.2 77.8 100.0

  기타 14 10.5 8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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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추천 의향15)

－ (연령대) 40대(94.8%), 30대(93.3%), 50대 이상(87.5%), 20대(83.3%) 순으로 

추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학력) 고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추천하겠다’에 응답한 비율이 90.0% 

이상이나, 응답자 수가 각 1명씩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집단은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막내자녀 구분) 초등저학년인 경우 94.8%, 영유아인 경우 92.7%의 응답자가 

추천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종사상지위) 응답자 수가 2명인 그외종사자 집단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94.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9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84.6%) 

순으로 추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직장유형) 민간부문(95.9%), 공공부문(93.5%), 민간-공공협력(89.5%), 기타

(75.0%), 비영리(NGO)(62.5%) 순으로 추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15)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23명(20.0%)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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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추천 의향

(단위: 명, %)

N 추천하겠다 추천하지 않겠다 계

전체 223 93.3 6.7 100.0

연령대

  20대 6 83.3 16.7 100.0

  30대 105 93.3 6.7 100.0

  40대 96 94.8 5.2 100.0

  50대이상 16 87.5 12.5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0.0 .0 100.0

  초졸 1 100.0 .0 100.0

  중졸 1 100.0 .0 100.0

  고졸 16 75.0 25.0 100.0

  전문대졸 24 100.0 .0 100.0

  대졸 155 93.5 6.5 100.0

  대학원이상 25 96.0 4.0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165 92.7 7.3 100.0

  초등저학년 58 94.8 5.2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13 84.6 15.4 100.0

  (고용원O)자영업 13 92.3 7.7 100.0

  임금근로자 195 94.4 5.6 100.0

  그외종사자 2 50.0 50.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146 95.9 4.1 100.0

  공공부문 46 93.5 6.5 100.0

  민간-공공협력 19 89.5 10.5 100.0

  비영리(NGO) 8 62.5 37.5 100.0

  기타 4 75.0 2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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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하는 이유(복수응답)16)

－ 아이와의 유대감이 깊어져서(64.9%), 배우자와의 사이가 돈독해져서(50.0%), 

아빠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30.8%), 직장(사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8.8%) 순임

<표 52>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추천하는 이유로 선택 미선택
계

N % N %

아이와의 유대감이 깊어져서 135 64.9 73 35.1 100.0

배우자와의 사이가 돈독해져서 104 50.0 104 50.0 100.0

직장(사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60 28.8 148 71.2 100.0

아빠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64 30.8 144 69.2 100.0

－ (아이와 유대감이 깊어져서) 연령대는 30대(48.1%), 40대(43.7%) 등 순으로 

비율이 높고 학력은 대졸(72.6%)이 많고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73.3%)가 

더 많음. 90.0% 이상이 임금근로자(91.9%)이며 속한 직장 유형은 민간부문(6

9.6%)인 경우가 많음

－ (배우자와의 사이가 돈독해져서) 연령대는 30대(48.1%), 40대(40.4%) 등 순

임. 대졸(68.3%)이 가장 많고 영유아인 경우(76.9%). 임금근로자(86.5%)가 

다수이며 속한 직장은 민간부문(71.2%)인 경우가 많음 

－ (직장(사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30~50대 이상 내에 분포하며 대졸

(80.0%), 영유아(73.3%), 임금근로자(90.0%), 민간부문(70.0%) 비율 높음

－ (아빠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40대(50.0%)가 많고 대졸(67.2%), 

영유아(75.0%), 임금근로자(93.8%), 민간부문(65.6%) 비율 높음

16) 육아휴직을 사용한 워킹대디 223명 중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208명

(93.3%)에 대한 통계임. 복수응답이므로 각 항목 N수 합산시 총 응답자 수 208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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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육아휴직 추천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아이와 유대감이 
깊어져서

배우자와의 사이가 
돈독해져서

직장(사업)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빠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전체* 135 104 60 64

연령대

  20대 1.5 4.8 - -

  30대 48.1 48.1 46.7 43.8

  40대 43.7 40.4 51.7 50.0

  50대이상 6.7 6.7 1.7 6.3

학력

  무학/초교미만 .7 - - -

  초졸 - - 1.7 -

  중졸 - 1.0 - 1.6

  고졸 5.2 6.7 5.0 3.1

  전문대졸 9.6 12.5 6.7 18.8

  대졸 72.6 68.3 80.0 67.2

  대학원이상 11.9 11.5 6.7 9.4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3.3 76.9 73.3 75.0

  초등저학년 26.7 23.1 26.7 25.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3.0 5.8 5.0 4.7

  (고용원O)자영업 4.4 7.7 5.0 1.6

  임금근로자 91.9 86.5 90.0 93.8

  그외종사자 .7 - - -

직장유형

  민간부문 69.6 71.2 70.0 65.6

  공공부문 22.2 14.4 16.7 26.6

  민간-공공협력 3.7 10.6 10.0 3.1

  비영리(NGO) 3.0 2.9 3.3 1.6

  기타 1.5 1.0 - 3.1

* 복수응답이므로 각 항목의 N수 합산 시 총 응답자 수 208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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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17)

－ (직접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해당 이유를 꼽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40대, 대졸, 막내 자녀가 초등 저학년, 민간부문 조직의 임금근로자임

(여기에 속한 응답자가 1명이므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져서) 해당 이유를 꼽은 응답자들은 고졸(42.9%) 및 대졸

(57.1%)로 구성되어 있고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71.4%)가 더 많으며, 

임금근로자(71.4%)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고 직장 유형은 기타를 제외하고 

고루 분포함 

－ (경제적 수입이 줄어서) 해당 이유를 꼽은 응답자들의 연령은 30~50대 이상 

범위에 분포하며 학력은 대졸이 더 많고(87.5%),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75.0%)가 더 많으며 임금근로자(75.0%)가 대부분임. 속한 직장유형은 

민간부문(62.5%) 근로자가 많음

－ (승진/진급누락 등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해서) 해당 이유를 꼽은 응답자들은 

30~40대에 분포하며 대졸(75.0%) 및 대학원 이상(25.0%)의 학력을 갖추고 

있고 막내자녀는 모두 영유아임(100.0%). 속한 직장유형은 민간부문(50.0%), 

공공부문과 비영리(NGO)(각 25.0%) 순임 

17) 육아휴직을 사용한 워킹대디 223명 중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15명

(6.7%)에 대한 통계임. 복수응답이므로 각 항목 N수 합산시 총 응답자 수 15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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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육아휴직 비추천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직접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져서

경제적 수입이 
줄어서

승진/진급누락 등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해서

전체* 1 7 8 4

연령대

  20대 - 14.3 - -

  30대 - 42.9 37.5 75.0

  40대 100.0 42.9 37.5 25.0

  50대이상 - - 25.0 -

학력

  무학/초교미만 - - - -

  초졸 - - - -

  중졸 - - - -

  고졸 - 42.9 12.5 -

  전문대졸 - - - -

  대졸 100.0 57.1 87.5 75.0

  대학원이상 - - - 25.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 71.4 75.0 100.0

  초등저학년 100.0 28.6 25.0 -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 28.6 - -

  (고용원O)자영업 - - 12.5 -

  임금근로자 100.0 71.4 75.0 100.0

  그외종사자 - - 12.5 -

직장유형

  민간부문 100.0 28.6 62.5 50.0

  공공부문 - 28.6 - 25.0

  민간-공공협력 - 28.6 - -

  비영리(NGO) - 14.3 25.0 25.0

  기타 - - 12.5 -

* 복수응답이므로 각 항목의 N수 합산 시 총 응답자 수 15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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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18)

－ 남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라서(47.5%), 수입이 줄어들어서(40.7%), 

진급누락,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24.6%), 기타(13.1%),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7.1%) 순임

<표 55>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선택

미선택
계

N % N %

남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라서
423 47.5 467 52.5 100.0

진급누락,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219 24.6 671 75.4 100.0

수입이 줄어들어서 362 40.7 528 59.3 100.0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63 7.1 827 92.9 100.0

기타 117 13.1 773 86.9 100.0

－ (남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40대(57.9%), 대졸(61.9%), 영유아

(66.9%), 임금근로자(93.4%), 민간부문(85.3%) 비율 높음

－ (진급누락,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40대(50.7%), 대졸(64.8%), 영유아

(65.8%), 임금근로자(97.3%), 민간부문(79.9%) 비율 높음

－ (수입이 줄어들어서) 40대(51.7%), 대졸(68.2%), 영유아(73.5%), 임금근로자

(90.1%), 민간부문(69.9%) 비율 높음

－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40대(55.6%), 대졸(61.9%), 영유아(52.4%), 

임금근로자(88.9%), 민간부문(65.1%) 비율 높음

－ (직장유형) 40대(59.0%), 대졸(53.8%), 영유아(58.1%), 임금근로자(73.5%), 

민간부문(70.9%) 비율 높음

18) 1,113명의 워킹대디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890명(80.0%)에 대한 통계임. 복수응답이

므로 각 항목 N수 합산시 총 응답자 수 890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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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남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라서

진급누락,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423 219 362 63 117

연령대

  20대 1.4 2.3 1.1 1.6 .9

  30대 36.9 42.0 42.0 31.7 28.2

  40대 57.9 50.7 51.7 55.6 59.0

  50대이상 3.8 5.0 5.2 11.1 12.0

학력

  무학/초교미만 - - - - -

  초졸 - - - - -

  중졸 .5 .5 .3 - .9

  고졸 4.7 5.5 6.9 9.5 7.7

  전문대졸 18.9 13.2 9.9 6.3 20.5

  대졸 61.9 64.8 68.2 61.9 53.8

  대학원이상 13.9 16.0 14.6 22.2 17.1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66.9 65.8 73.5 52.4 58.1

  초등저학년 33.1 34.2 26.5 47.6 41.9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3.1 1.4 6.4 6.3 10.3

  (고용원O)자영업 2.8 .9 2.2 3.2 14.5

  임금근로자 93.4 97.3 90.1 88.9 73.5

  그외종사자 .7 .5 1.4 1.6 1.7

직장유형

  민간부문 85.3 79.9 69.9 65.1 70.9

  공공부문 8.0 13.7 21.8 17.5 10.3

  민간-공공협력 .9 2.7 2.5 9.5 2.6

  비영리(NGO) 2.8 2.7 2.8 4.8 5.1

  기타 2.8 .9 3.0 3.2 11.1

* 복수응답이므로 각 항목의 N수 합산 시 총 응답자 수 890명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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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총 10문항)19)

－ 워킹대디가 근무하는 직장(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체)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최근 2달간 응답자가 일하며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응답하도록 함.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분위기가 가족친화적이라고 해석함

 B4-5. 각 문항을 읽고 최근 2달간 귀하가 일하며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십시오(만약 최근 2달간 휴직 등으로 

일터에 없었다면, 이전에 일반적으로 느꼈던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동의하지 않는다(2점) - 동의한다(3점) - 

매우 동의한다(4점) 중 응답)

 B4-5-1. 나의 직장은 승진과 아이돌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분위기다

(역문항)

 B4-5-2. 나의 직장은 아이돌봄 관련하여 휴가, 업무조정을 요청하는 직원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분위기다(역문항)

 B4-5-3. 나의 직장은 아이돌봄과 가족 일을 우선시 하는 직원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역문항)

 B4-5-4. 나의 직장은 아이돌봄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그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역문항)

 B4-5-5. 나의 직장은 업무시간에 아이돌봄에 신경쓸 수 없는 분위기다

(역문항)

 B4-5-6. 나의 직장의 남성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편이다

 B4-5-7. 나의 직장의 CEO는 가족친화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B4-5-8. 동료들은 아이돌봄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해준다

 B4-5-9. 동료들은 아이돌봄에 대한 나의 고충을 공감하고 이해해준다

 B4-5-10. 동료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언(피드백)을 해준다

19) 해당 10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1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모든 문항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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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50대 이상(25.5점), 20대(25.0점), 30대(24.8점), 40대(24.6점) 

순으로 평가함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무학/초교미만, 초졸, 중졸을 제외하고 대학원 

이상(25.7점), 고졸(25.2점), 대졸(24.6점), 전문대졸(24.4점) 등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24.8

점으로 평균 점수는 동일함.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영유아인 경우 20.3~

29.3점 사이에 분포하고, 초등저학년인 경우 20.0~29.6점 사이에 분포함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7.0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5.3점), 임금근로자(24.6점), 그외종사자(23.9점) 순임

－ (직장유형) 공공부문이 26.9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민간-공공협력(25.2점), 

기타(25.0점), 비영리(NGO)(24.6점), 민간부문(24.3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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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직장내 가족친화적 분위기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113 24.8 4.6 10.0 40.0

연령대

  20대 19 25.0 4.9 12.0 35.0

  30대 435 24.8 4.4 11.0 37.0

  40대 590 24.6 4.7 10.0 40.0

  50대이상 69 25.5 4.0 16.0 35.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27.0 - 27.0 27.0

  초졸 1 23.0 - 23.0 23.0

  중졸 3 24.0 5.6 18.0 29.0

  고졸 76 25.2 4.0 15.0 34.0

  전문대졸 159 24.4 4.5 11.0 40.0

  대졸 719 24.6 4.7 10.0 38.0

  대학원이상 154 25.7 4.5 10.0 37.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24.8 4.5 10.0 38.0

  초등저학년 350 24.8 4.8 10.0 4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5.3 3.8 10.0 35.0

  (고용원O)자영업 51 27.0 3.6 19.0 35.0

  임금근로자 990 24.6 4.7 10.0 40.0

  그외종사자 14 23.9 2.8 17.0 29.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24.3 4.6 10.0 40.0

  공공부문 121 26.9 4.2 12.0 37.0

  민간-공공협력 32 25.2 3.8 11.0 35.0

  비영리(NGO) 23 24.6 4.1 10.0 34.0

  기타 14 25.0 3.5 15.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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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상사(임금근로자 대상)20) (총5문항)21)

－ 임금근로자(피고용자)가 상사의 태도를 평가하는 총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최근 

2달간 응답자가 일하며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응답하도록 

함.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의 태도가 직장 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호의적이라고 해석함

 B4-5-1. 각 문항을 읽고 최근 2달간 귀하가 일하며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십시오(만약 최근 2달간 휴직 등으로 

일터에 없었다면, 이전에 일반적으로 느꼈던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동의하지 않는다(2점) - 동의한다(3점) - 

매우 동의한다(4점) 중 응답)

 B4-5-1-1. 나의 상사는 아이의 병원진료, 교사 상담 등으로 일정 조정 

요청시 이를 수용하는 편이다

 B4-5-1-2. 나의 상사는 아이돌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해준다

 B4-5-1-3. 아이돌봄 관련하여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B4-5-1-4. 나의 상사는 아이돌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

(역문항)

 B4-5-1-5. 나의 상사는 직원들의 아이돌봄 관련 요청(휴가, 업무일정 조정 

등)에 호의적이지 않다(역문항)

－ (연령대) 20대(13.8점)가 가장 높고 40대(13.1점)가 가장 낲음

－ (학력) 응답자 수가 1~2명인 집단 제외하고 대학원 이상(13.8점)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가 13.3점으로 더 높으나 차이는 근소함

－ (직장유형) 공공부문이 14.1점으로 가장 높고 민간-공공협력이 12.7점으로 가장 

낮음

20)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피고용자)인 응답자 990명에 대한 통계임

21) 해당 5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1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모든 문항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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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직장내 가족친화적 분위기-상사(임금근로자 대상)

(단위: 명, 점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990 13.2 2.4 5.0 20.0

연령대

  20대 14 13.8 1.5 11.0 17.0

  30대 397 13.3 2.4 5.0 20.0

  40대 533 13.1 2.5 5.0 20.0

  50대이상 46 13.4 1.8 8.0 17.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5.0 -　 15.0 15.0

  초졸 1 11.0 - 11.0 11.0

  중졸 2 12.0 1.4 11.0 13.0

  고졸 65 13.2 2.3 5.0 18.0

  전문대졸 139 13.1 2.1 6.0 20.0

  대졸 643 13.1 2.5 5.0 20.0

  대학원이상 139 13.8 2.6 5.0 2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683 13.3 2.5 5.0 20.0

  초등저학년 307 13.0 2.4 5.0 20.0

직장유형

  민간부문 749 13.1 2.4 5.0 20.0

  공공부문 158 14.1 2.4 5.0 20.0

  민간-공공협력 31 12.7 1.9 8.0 15.0

  비영리(NGO) 31 12.9 2.6 5.0 17.0

  기타 21 13.6 1.9 1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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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인증여부

－ (연령대) 응답자가 재직중인 곳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42.1%)이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40대(15.6%)

임. 인증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37.5%)임 

－ (학력) 응답자 수가 1~3명인 집단을 제외하였을 때 고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은 ‘모르겠음’, ‘아니오’, ‘예’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대학원 이상(24.7%)

인 경우 본인이 속한 곳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인 경우(56.6%) 인증받은 곳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인 경우(43.4%) 인증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아니오’, ‘모르겠음’, ‘예’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음. 초등저학년인 

경우(18.9%)가 영유아인 경우(15.1%)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아니오(49.5%), 

모르겠음(35.1%), 예(15.4%) 순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4.1%)이며 임금

근로자(15.4%)는 그 비율이 가장 낮음

－ (직장유형)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장

유형은 기타(26.3%)이며 뒤이어 민간-공공협력(26.2%), 공공부문(24.9%), 

비영리(NGO)(13.9%), 민간부문(13.6%) 등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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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단위: 명, %)

N 예 아니오 모르겠음 계

전체 1,113 16.3 49.3 34.4 100.0

연령대

  20대 19 42.1 26.3 31.6 100.0

  30대 435 16.1 46.4 37.5 100.0

  40대 590 15.6 51.9 32.5 100.0

  50대이상 69 15.9 52.2 31.9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100.0 .0 .0 100.0

  초졸 1 100.0 .0 .0 100.0

  중졸 3 33.3 66.7 .0 100.0

  고졸 76 17.1 39.5 43.4 100.0

  전문대졸 159 10.7 56.6 32.7 100.0

  대졸 719 15.3 50.6 34.1 100.0

  대학원이상 154 24.7 40.9 34.4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15.1 49.1 35.8 100.0

  초등저학년 350 18.9 49.7 31.4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24.1 50.0 25.9 100.0

  (고용원O)자영업 51 23.5 47.1 29.4 100.0

  임금근로자 990 15.4 49.5 35.1 100.0

  그외종사자 14 21.4 35.7 42.9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13.6 52.2 34.2 100.0

  공공부문 121 24.9 32.4 42.7 100.0

  민간-공공협력 32 26.2 54.8 19.0 100.0

  비영리(NGO) 23 13.9 63.9 22.2 100.0

  기타 14 26.3 44.8 2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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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인지도22)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처음 들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있음’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음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처음 들음(66.1%),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28.6%), 들어본 적 있음(5.3%) 순임.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는 다른 집단에서도 동일함

－ (막내자녀 구분) 초등저학년의 막내자녀를 둔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영유아인 경우인 2.9%보다 더 높음. 

반면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가 71.8%로 영유아인 경우 67.4%보다 더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처음 들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해당 제도를 처음 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기타(9

0.9%)이며 해당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공공부문(8.1%)임. 모든 집단에서 ‘처음 들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알지 못함’, ‘들어본 적 있음’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2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처음 들음’이라고 응답한 383명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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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인지도

(단위: 명, %)

N 들어본 적 있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

처음 들음 계

전체 383 4.2 27.2 68.6 100.0

연령대

  20대 6 .0 50.0 50.0 100.0

  30대 163 6.1 24.5 69.4 100.0

  40대 192 3.1 30.7 66.2 100.0

  50대이상 22 .0 9.1 90.9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0 .0 .0 .0 .0

  초졸 0 .0 .0 .0 .0

  중졸 0 .0 .0 .0 .0

  고졸 33 .0 27.3 72.7 100.0

  전문대졸 52 .0 26.9 73.1 100.0

  대졸 245 5.3 28.6 66.1 100.0

  대학원이상 53 5.7 20.8 73.5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273 2.9 29.7 67.4 100.0

  초등저학년 110 7.3 20.9 71.8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15 .0 13.3 86.7 100.0

  (고용원O)자영업 15 .0 20.0 80.0 100.0

  임금근로자 347 4.6 27.7 67.7 100.0

  그외종사자 6 .0 50.0 50.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282 3.5 25.9 70.6 100.0

  공공부문 74 8.1 35.1 56.8 100.0

  민간-공공협력 8 .0 25.0 75.0 100.0

  비영리(NGO) 8 .0 25.0 75.0 100.0

  기타 11 .0 9.1 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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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미래 자녀계획

⧠ 워킹대디의 미래 자녀계획 및 각 응답에 따른 이유

○ 미래 자녀계획

－ (연령대) 더 가질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10.5%)임.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23.9%)임.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대 

이상(78.3%)이며, 아직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20대

(15.8%)임

－ (학력) 모든 집단에서 ‘더 가질 생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더 가질 생각 없음(66.3%),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24.9%), 더 가질 예정(4.6%), 아직 미결정(4.2%)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더 가질 생각 없음’

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막내자녀가 초등저학년인 경우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73.8%)이 영유아인 경우(64.2%)보다 더 높음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더 가질 생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더 

가질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외종사자(14.3%)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임금근로자(6.0%)임

－ (직장유형) 모든 집단에서 ‘ 더 가질 생각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더 가질 생각 없음(67.8%),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저(21.6%), 더 가질 예정(5.8%), 아직 미결정(4.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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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미래 자녀계획

(단위: 명, %)

N
더 가질 

예정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

더 가질 

생각 없음
아직 미결정 계

전체 1,113 6.0 22.0 67.1 4.9 100.0

연령대

  20대 19 10.5 21.1 52.6 15.8 100.0

  30대 435 8.7 23.9 61.0 6.4 100.0

  40대 590 3.9 21.9 70.8 3.4 100.0

  50대이상 69 5.8 11.6 78.3 4.3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100.0

  초졸 1 .0 .0 100.0 .0 100.0

  중졸 3 .0 .0 100.0 .0 100.0

  고졸 76 7.9 21.1 63.1 7.9 100.0

  전문대졸 159 7.5 17.0 70.5 5.0 100.0

  대졸 719 4.6 24.9 66.3 4.2 100.0

  대학원이상 154 10.4 14.3 68.8 6.5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763 6.9 23.3 64.2 5.6 100.0

  초등저학년 350 4.0 19.1 73.8 3.1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58 1.7 22.4 69.0 6.9 100.0

  (고용원O)자영업 51 9.8 17.6 68.7 3.9 100.0

  임금근로자 990 6.0 22.3 66.9 4.8 100.0

  그외종사자 14 14.3 14.3 71.4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03 5.8 21.6 67.9 4.7 100.0

  공공부문 121 6.4 23.1 65.9 4.6 100.0

  민간-공공협력 32 4.8 35.7 59.5 .0 100.0

  비영리(NGO) 23 8.3 16.7 72.2 2.8 100.0

  기타 14 7.9 15.8 60.5 1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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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더 갖고 싶은 이유23)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집단의 경우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꼽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30대의 경우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47.2%),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각 21.1%),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각 5.3%) 순임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각 33.3%),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

(21.2%),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9.1%),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3.0%) 순임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43.3%),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30.2%),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18.9%), 

부모님,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각 3.8%)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57.2%),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28.6%),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각 7.1%) 순임

－ (종사상지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아이에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45.8%),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23.7%),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22.0%),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5.1%),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3.4%) 순임

－ (직장유형)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민간부문의 경우 아이에게 형제/자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50.0%),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25.0%), 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18.8%),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4.2%),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2.0%) 순임

23)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앞으로 아이를 더 가질 예정이라고 응답한 67명(6.0%)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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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아이를 더 갖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N 1 2 3 4 5 계

전체 67 25.4 20.9 46.2 4.5 3.0 100.0

연령대

  20대 2 50.0 .0 50.0 .0 .0 100.0

  30대 38 21.1 21.1 47.2 5.3 5.3 100.0

  40대 23 30.4 21.7 43.6 4.3 .0 100.0

  50대이상 4 25.0 25.0 50.0 .0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0 .0 .0 .0 .0 .0 .0

  초졸 0 .0 .0 .0 .0 .0 .0

  중졸 0 .0 .0 .0 .0 .0 .0

  고졸 6 16.7 16.7 66.6 .0 .0 100.0

  전문대졸 12 33.3 .0 66.7 .0 .0 100.0

  대졸 33 33.3 21.2 33.3 9.1 3.1 100.0

  대학원이상 16 6.3 37.5 50.0 .0 6.3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53 30.2 18.9 43.3 3.8 3.8 100.0

  초등저학년 14 7.1 28.6 57.2 7.1 .0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1 100.0 .0 .0 .0 .0 100.0

  (고용원O)자영업 5 40.0 20.0 40.0 .0 .0 100.0

  임금근로자 59 23.7 22.0 45.8 5.1 3.4 100.0

  그외종사자 2 .0 .0 100.0 .0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48 25.0 18.8 50.0 4.2 2.0 100.0

  공공부문 11 27.3 18.2 36.3 9.1 9.1 100.0

  민간-공공협력 2 .0 100.0 .0 .0 .0 100.0

  비영리(NGO) 3 66.7 .0 33.3 .0 .0 100.0

  기타 3 .0 33.3 66.7 .0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다복한 가정을 꿈꿔서, 2=아이 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 3=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4=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 5=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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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24)

－ (연령대)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순위로 꼽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40대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50.3%),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19.4%),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14.0%), 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8.5%), 기타(6.2%), 

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1.6%) 순임

－ (학력) 무학/초교미만,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순위로 꼽음. 대졸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47.0%),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24.0%),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11.7%), 

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10.1%), 기타(5.0%), 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2.2%) 순임

－ (막내자녀 구분) 두 집단 모두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가 1, 2순위로 나옴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각 30.8%)가 가장 높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각 33.3%)를 꼽음. 임금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49.3%)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장유형) 민간부문과 비영리(NGO)는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공공부문과 민간-공공협력은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음

24)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245명(22.0%)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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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 1순위*-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

(단위: 명, %)

N 1 2 3 4 5 6 계

전체 245 12.2 25.3 9.0 46.2 2.4 4.9 100.0

연령대

  20대 4 .0 25.0 25.0 50.0 .0 .0 100.0

  30대 104 11.5 30.8 9.6 42.4 3.8 1.9 100.0

  40대 129 14.0 19.4 8.5 50.3 1.6 6.2 100.0

  50대이상 8 .0 50.0 .0 25.0 .0 25.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100.0 .0 .0 .0 .0 100.0

  초졸 0 .0 .0 .0 .0 .0 .0 .0

  중졸 0 .0 .0 .0 .0 .0 .0 .0

  고졸 16 12.5 12.5 .0 62.4 6.3 6.3 100.0

  전문대졸 27 11.1 33.3 7.4 48.2 .0 .0 100.0

  대졸 179 11.7 24.0 10.1 47.0 2.2 5.0 100.0

  대학원이상 22 18.2 31.8 9.1 27.3 4.5 9.1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178 14.0 24.2 10.1 45.0 2.2 4.5 100.0

  초등저학년 67 7.5 28.4 6.0 49.1 3.0 6.0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13 23.0 30.8 30.8 7.7 .0 7.7 100.0

  (고용원O)자영업 9 33.3 33.3 .0 33.3 .0 .0 100.0

  임금근로자 221 10.9 24.4 8.1 49.3 2.3 5.0 100.0

  그외종사자 2 .0 50.0 .0 .0 50.0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178 11.8 20.8 7.9 53.3 1.7 4.5 100.0

  공공부문 40 15.0 37.5 7.5 30.0 5.0 5.0 100.0

  민간-공공협력 15 6.7 46.6 26.7 13.3 6.7 .0 100.0

  비영리(NGO) 6 .0 16.7 16.7 33.3 .0 33.3 100.0

  기타 6 33.3 33.3 .0 33.3 .0 .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2=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3=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 4=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5=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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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25)

－ (연령대) 30대와 40대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각 28.9%, 31.7%)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28.0%), 뒤이어 아이들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25.7%)를 꼽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뒤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꼽음(영유아 25.3%, 초등저학년 28.4%)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0.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33.3%), 임금근로자의 경우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31.3%), 그외종사자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100.0%) 등 집단마다 2순위로 꼽은 이유 상이함

－ (직장유형) 민간부문의 경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32.

5%), 공공부문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0.0%), 

민간-공공협력의 경우 ‘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33.3%), 비영리(NGO)의 

경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가 각 33.3%, 기타의 경우 ‘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33.3%)를 2순위로 꼽음

25)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245명(22.0%)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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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 2순위*-더 가지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

(단위: 명, %)

N 1 2 3 4 5 6 계

전체 245 15.1 30.2 13.5 26.1 10.2 4.9 100.0

연령대

  20대 4 25.0 .0 25.0 50.0 .0 .0 100.0

  30대 104 14.4 28.9 13.5 26.9 12.5 3.8 100.0

  40대 129 14.0 31.7 13.2 25.6 9.3 6.2 100.0

  50대이상 8 37.5 37.5 12.5 12.5 .0 .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1 .0 .0 100.0 .0 .0 .0 100.0

  초졸 0 .0 .0 .0 .0 .0 .0 .0

  중졸 0 .0 .0 .0 .0 .0 .0 .0

  고졸 16 6.3 56.0 6.3 18.8 6.3 6.3 100.0

  전문대졸 27 7.4 37.1 22.2 25.9 3.7 3.7 100.0

  대졸 179 17.3 28.0 12.3 25.7 11.7 5.0 100.0

  대학원이상 22 13.6 22.7 13.6 36.5 9.1 4.5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178 13.5 30.3 15.7 25.3 10.1 5.1 100.0

  초등저학년 67 19.4 29.8 7.5 28.4 10.4 4.5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13 23.1 23.1 15.4 30.7 7.7 .0 100.0

  (고용원O)자영업 9 33.3 22.2 22.2 11.1 11.1 .0 100.0

  임금근로자 221 14.0 31.3 13.1 25.8 10.4 5.4 100.0

  그외종사자 2 .0 .0 .0 100.0 .0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178 16.3 32.5 10.7 25.3 10.1 5.1 100.0

  공공부문 40 17.5 27.5 17.5 30.0 5.0 2.5 100.0

  민간-공공협력 15 6.7 13.3 33.3 26.7 13.3 6.7 100.0

  비영리(NGO) 6 .0 33.3 16.7 33.3 16.7 .0 100.0

  기타 6 .0 16.7 16.7 16.7 33.3 16.7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2=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3=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 4=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5=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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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더 가질 생각 없음26)

－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해당 항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40대

(53.3%)임

－ (학력)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대졸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51.6%),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16.8%) 

등 순을 1순위로 꼽음

－ (막내자녀 구분)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초등저학년인 경우 모두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 1순위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가장 많이 꼽음(영유아 53.2%, 초등저학년 47.7%) 

－ (종사상지위) 모든 집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

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해당 항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외종사자(60.0%)임

－ (직장유형) 모든 집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해당 행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민간부문(54.7%)이며, 그 비율이 가장 적은 집단은 민간-공공협력(32.0%)임

26)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747명(67.1%)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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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 1순위*-더 가질 생각 없음

(단위: 명, %)

N 1 2 3 4 5 6 계

전체 747 14.7 11.9 10.6 51.3 2.0 9.5 100.0

연령대

  20대 10 10.0 10.0 30.0 50.0 .0 .0 100.0

  30대 265 17.0 11.7 13.2 49.4 2.3 6.4 100.0

  40대 418 12.7 12.4 8.4 53.3 2.0 11.2 100.0

  50대이상 54 20.4 9.3 11.1 44.4 1.8 13.0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0 .0 .0 .0 .0 .0 .0 .0

  초졸 1 .0 100.0 .0 .0 .0 .0 100.0

  중졸 3 33.3 33.3 .0 33.3 .0 .0 100.0

  고졸 48 10.4 6.3 16.7 54.2 2.1 10.4 100.0

  전문대졸 112 10.7 10.7 8.9 58.0 2.8 8.9 100.0

  대졸 477 16.8 11.1 10.1 51.6 1.6 8.8 100.0

  대학원이상 106 11.3 17.9 12.3 42.5 2.8 13.2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489 16.0 10.4 11.0 53.2 1.8 7.6 100.0

  초등저학년 258 12.4 14.7 9.7 47.7 2.3 13.2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40 20.0 12.5 15.0 37.5 2.5 12.5 100.0

  (고용원O)자영업 35 14.3 11.4 14.3 54.3 .0 5.7 100.0

  임금근로자 662 14.5 11.8 10.1 51.8 2.1 9.7 100.0

  그외종사자 10 10.0 20.0 10.0 60.0 .0 .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59 14.0 10.4 9.5 54.7 1.9 9.5 100.0

  공공부문 114 21.1 16.7 13.2 38.6 .8 9.6 100.0

  민간-공공협력 25 8.0 20.0 24.0 32.0 8.0 8.0 100.0

  비영리(NGO) 26 7.7 19.2 15.4 50.0 .0 7.7 100.0

  기타 23 17.5 8.7 4.3 52.2 4.3 13.0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2=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3=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 4=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5=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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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더 가질 생각 없음27)

－ (연령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뒤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꼽은 비율이 높음

－ (학력) 고졸에서 대학원 이상까지의 집단은 모두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뒤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꼽은 비율이 높음

－ (막내자녀 구분) 영유아인 경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33.2%),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23.5%),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19.0%) 등 순임. 초등저학년인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28.7%),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22.1%) 

등 순임

－ (종사상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2.5%)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31.4%)를 2순위로 많이 

꼽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32.3%)를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음

－ (직장유형) 민간부문은 믿고 밑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33.3%)를, 

공공부문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9.5%), 민간-

공공협력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36.0%), 비영리(NGO)

는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각 34.6%), 기타는 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

(각 26.1%)를 2순위로 꼽음

27) 총 1,113명의 워킹대디 중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747명(67.1%)에 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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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아이를 갖지 않을 예정인 이유 2순위*-더 가질 생각 없음

(단위: 명, %)

N 1 2 3 4 5 6 계

전체 747 20.1 31.6 8.8 25.8 9.1 4.6 100.0

연령대

  20대 10 30.0 .0 10.0 50.0 10.0 .0 100.0

  30대 265 20.4 30.2 10.2 26.8 9.8 2.6 100.0

  40대 418 19.9 33.4 7.7 24.4 9.1 5.5 100.0

  50대이상 54 18.5 29.6 11.1 27.8 5.6 7.4 100.0

학력 　 　 　

  무학/초교미만 0 .0 .0 .0 .0 .0 .0 .0

  초졸 1 .0 .0 .0 .0 100.0 .0 100.0

  중졸 3 66.7 .0 .0 33.3 .0 .0 100.0

  고졸 48 22.9 27.1 16.7 20.8 8.3 4.2 100.0

  전문대졸 112 20.5 28.6 12.5 24.1 6.3 8.0 100.0

  대졸 477 18.4 34.0 8.0 27.6 8.4 3.6 100.0

  대학원이상 106 24.5 27.3 5.7 21.7 15.1 5.7 100.0

막내자녀구분 　

  영유아 489 19.0 33.2 9.6 23.5 9.8 4.9 100.0

  초등저학년 258 22.1 28.7 7.4 30.1 7.8 3.9 100.0

종사상지위 　

  (고용원X)자영업 40 20.0 22.5 7.5 32.5 12.5 5.0 100.0

  (고용원O)자영업 35 31.4 28.6 11.4 14.3 11.4 2.9 100.0

  임금근로자 662 19.3 32.3 8.6 26.4 8.8 4.6 100.0

  그외종사자 10 30.0 30.0 20.0 .0 10.0 10.0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559 21.8 33.3 8.6 22.7 8.8 4.8 100.0

  공공부문 114 10.5 30.7 5.3 39.5 10.5 3.5 100.0

  민간-공공협력 25 4.0 24.0 28.0 36.0 4.0 4.0 100.0

  비영리(NGO) 26 34.6 19.2 11.6 34.6 .0 .0 100.0

  기타 23 26.1 17.4 8.7 13.0 26.1 8.7 100.0

* 각 숫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아이들에게 모두 고루 충분히 사랑을 줄 자신이 없어서, 2=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 3=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해서, 4=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 5=나의 커리어(직장, 사업체 운영 등)에 

집중하고 싶어서,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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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일반사항

－ (연령대) 40대(53.0%), 30대(39.1%), 50대이상(6.2%), 20대(1.7%) 순임 

－ (거주지역규모) 대도시(69.5%), 중소도시(26.5%), 읍면부(4.0%) 순임

－ (학력) 대졸(64.6%), 전문대졸(14.3%), 대학원이상(13.8%), 고졸(6.8%) 등임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피고용자)(88.9%), 자영업자(9.8%), 그 외 종사자

(1.3%)순임

－ (직장구분) 민간부문(74.0%), 공공부문(15.5%), 민간-공공협력조직(3.8%), 

기타(3.5%),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NGO)(3.2%) 순임

－ (월평균소득) 300~400만원(30.0%), 400~500만원(26.2%), 200~300만원

(16.2%) 등 순이며 맞벌이(62.3%), 외벌이(37.7%)로 구성됨

－ (자녀수) 2명(51.8%)이 가장 많고 1명(41.5%), 3명(5.8%), 4명(0.7%), 5명

(0.2%) 순임. 막내자녀(만0~9세)의 경우 영유아(미취학자녀)가 68.6%, 

초등학교 1~3학년 재학중이 31.4%임

○ 최근 2달간 막내자녀(만0~9세) 양육실태

－ 막내자녀 돌봄을 위해 활용한 방법

               (평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 후 교실(54.6%), 배우자가 전담 (20.4%),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7.6%) 순임 

               (주말) 배우자와 내가 함께 돌봄(71.2%), 배우자가 전담(11.4%), 내가 전담

(8.4%) 순임

제3장╻ 주요 결과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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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참여시간 

               (평일) 1시간 초과~3시간 이하(50.0%)가 가장 많았으며 3시간 초과~5시간 

이하(24.3%), 1시간 이하(14.1%) 순임. (‘19년 평균: 약 1시간 49분)

               (주말) 3시간 초과~5시간 이하(28.9%), 1시간 초과~3시간 이하(23.4%), 

8시간 이상(21.8%) 순임. (‘19년 평균: 약 4시간 54분)

－ (자녀돌봄 지원요청 받았던 때) 주로 평일(35.2%), 주로 주말(22.2%), 요청

받은 적 없음(21.5%), 평일/주말 구분없이 요청받음(21.1%) 순임. 시간대는 

낮12시~저녁6시(39.9%)가 가장 많고 저녁 6시 이후~밤12시(21.9%), 오전 

6시~낮 12시 전(19.5%), 시간대 구분 없이 요청받음(17.7%) 순임

－ (지원요청에 응하는 수준) 응할 수 있었던 편(53.5%), 거의 응할 수 있었음(23.

9%), 응할 수 없었던 편임(18.5%), 거의 응하지 못함(4.1%) 순임

○ 육아에 대한 인식과 참여

－ (자가평가) 응답자들은 스스로를 ‘69.0점(평균) 아빠’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19년 결과와 비슷한 값임(‘19년 평균: 69.1점)

－ (행복감) 아이양육하며 느끼는 현재 행복감은 7.4점(평균, 10점 만점)

－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매주 하는 편’인 활동은 동네놀이터 가기/동네산책/

소풍가기(56.0%),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53.2%), 성당/교회/사찰 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11.4%), 주말농장/낚시/캠핑 등 야외활동하기(9.0%) 등 

순임. ‘거의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활동은 성당/교회/사찰방문 등 종교활동 

같이 하기(55.7%), 연극/영화/스포츠관람하기(28.9%), 주말농장/낚시/캠핑 등 

야외활동하기(16.7%), 문화센터/도서관/박물관/미술관가기(12.9%), 동화책 

읽어주기/같이 읽기(8.0%), 동네놀이터 가기/동네산책/소풍가기(2.8%) 순임

－ (아이 돌볼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피곤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39.5%),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20.4%),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18.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6.2%), 배우자의 간섭이 심하다(3.6%), 기타(2.0%)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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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없이 수행하는 육아활동자신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매우 자신있다’고 

응답한 활동은 ‘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가기(31.3%)’이며 가장 많은 응답자가 

‘매우 자신없다’고 응답한 활동은 ‘또래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하기

(18.5%)’임

－ (양육효능감) ‘나는 혼자서 아이를 잘 돌보는 편이다(55.9%)’, ‘나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다(64.6%)’, ‘나는 아이의 관심사/친구 등 

일상을 잘 알고 있다(60.5%)’에 ‘동의한다’ 응답비율이 50% 이상임

○ 양육관련 자원

－ (100인의 아빠단 인지도) ‘전혀 모른다(68.0%)’ 비율이 ‘19년보다 감소 (‘19년: 

80.6%)

－ (남성육아지원프로그램 인지도) ‘전혀 모른다(57.4%)’ 비율이 ‘19년보다 감소 

(‘19년: 59.7%)

－ (교류하는 워킹대디) ‘있다(27.1%)’보다 ‘없다(72.9%)’ 비율이 더 높음

－ (다른 워킹대디 알게 된 경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알게 된 경우(51.7%), 

육아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경우(16.2%),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학부모모임에서 알게 된 경우(9.9%), 육아와 관련 없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경우(7.6%), 문화센터/놀이터 등에서 알게 된 경우(7.3%) 순임

－ (다른 워킹대디 교류의향)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811명 중 

기회가 된다면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 

그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임

－ (긴급상황시 양육자원) ‘배우자 부모님(39.9%)’, ‘나의 부모님(36.7%)’, ‘공적

돌봄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교실)(8.8%)’, ‘동네이웃(6.2%)’, ‘친척(4.5%)’, 

‘기타(2.2%)’, ‘베이비시터(1.7%)’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21년 1차 

워킹맘 조사: 조부모(64.6%), 배우자(14.7%), 친인척(5.1%), 공적돌봄체계

(3.5%) 순이었으며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 긴급돌봄의 경우 공적돌봄체계

보다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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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어서(47.5%), 아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곳이어서(28.5%), 

아는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대안이 없어서)(21.8%) 등을 이유로 꼽음.

－ (육아정보 습득경로) 배우자(42.7%), 온라인커뮤니티(23.5%), 지인(친구, 동료, 

이웃 등)(11.9%), 육아관련유튜브(7.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 공공

사이트(7.0%), 육아관련 서적(3.0%), 조부모, 친인척(2.3%), 관련전문가(의사, 

보육교사)(1.4%) 순임 (‘19년: 인터넷검색(63.0%), 배우자(52.1%), 카페/블로그

(40.8%) 순이며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는 0.7%로 공공정보보다 배우자, 

커뮤니티를 더 활용)

－ (육아정보 만족도) 평균 6.5점(10점 만점), 최빈값은 7점(29.2%)임

○ 일･가정양립실태

－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 사용해 본 제도가 없다(46.4%)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28.2%), 유연근무제도(24.7%), 가족돌봄휴가

제도(12.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11.1%) 순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 有경험자(20.0%)가 無경험자(80.0%)보다 적음(직종별로 육아휴직 

有경험자의 비율은 사무종사자(11.7%), 관리자 및 전문가(4.2%), 기타(2.9%),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3%)순임)

－ (육아휴직 有경험자-추천의향) 육아휴직을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추천하겠다

(93.3%)고 응답한 비율이 추천하지 않겠다(6.7%)보다 높음. 추천이유로 

아이와 유대감이 깊어져서(64.9%), 배우자와의 사이가 돈독해져서(50.0%), 

아빠로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30.8%), 직장(사업)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8.8%) 순임(복수응답)

－ (육아휴직 無경험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근로자는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라서(47.5%), 수입이 줄어들어서(40.7%), 진급누락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24.6%),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7.1%) 순임

(복수응답)

－ (가족친화기업인증 여부) 현재 재직중이거나 운영사업체가 가족친화기업 

인증된 곳인지에 대해 ‘아니오(49.3%)’, ‘모르겠음(34.4%)’, ‘예(16.3%)’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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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인증 인식) 가족친화기업 인증여부에 ‘모르겠음(383명)’으로 

응답한 사람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처음 들음(68.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함(27.2%), 들어

본 적 있음(4.2%) 순임

－ (직장분위기) 공공(26.9), 민간-공공협력조직(25.2), 기타(25.0), 비영리단체/

정부기관(NGO)(24.6), 민간(24.3) 순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임 (‘21년 1차 

워킹맘 조사: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관/기업 순으로 가족친화적이라고 

나타나 워킹대디와 유사함)  

－ (상사태도) 공공(14.1), 기타(13.6), 민간(13.1),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NGO)

(12.9), 민간-공공협력조직(12.7) 순으로 일･가정양립추구에 상사가 협조적

               � (상사태도 세부②28)) 민간(47.4%), 공공(13.1%), 민간-공공협력조직,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NGO) (각 2.0%), 기타(1.7%) 순으로 ‘그렇다’ 

응답.

               � (상사태도 세부③29)) 민간(36.9%), 공공(10.8%),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

(NGO)(1.8%), 민간-공공협력조직(1.6%), 기타(1.4%) 순으로 ‘그렇다’ 응답

               � (상사태도 세부④30)) 민간(34.1%), 공공(5.4%), 민간-공공협력조직

(1.5%), 비영리단체/비정부기관(NGO)(1.3%), 기타(1.1%) 순으로 

‘그렇다’ 응답

○ 미래 자녀계획

－ 미래의 자녀계획에 대해 ‘더 가질 생각없음(67.1%)’, ‘더 갖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22.0%)’, ‘더 가질 예정(6.0%)’, ‘미결정(4.9%)’ 순임.

－ (더 가질 예정-이유) 아이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46.2%), 

다복한 가정을 꿈꿔서(25.4%), 아이양육을 해보니 행복해서(20.9%), 부모님, 

주변 친인척 어른들이 권유해서(4.5%), 성별이 다른 아이를 낳고 싶어서(3.0%) 

순임

28) ② 나의 상사는 아이돌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해준다.

29) ③ 아이돌봄 관련하여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30) ④ 나의 상사는 아이돌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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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갖고 싶지만 사정상 갖지 않을 예정-이유)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서’를 1순위(46.2%),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30.2%)로 꼽음

－ (더 가질 생각없음-이유) ‘아이를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돼서’를 

1순위(51.3%),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나 양육자가 없어서’를 2순위

(31.6%)로 꼽음

○ 성평등인식

－ (집안의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렇다’ 응답비율은 40대(40.1%), 

30대(28.0%), 50대이상(5.5%), 20대(1.4%) 순임

－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나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 

응답비율은 40대(21.3%), 30대(15.8%), 50대이상(3.1%), 20대(1.0%) 

순임 

－ (나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응답비율은 40대(43.2%), 

30대(31.4%), 50대이상(5.0%), 20대(1.4%)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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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 워킹대디의 육아 관련 긍정적인 지표 확인

○ 주말의 경우 배우자와 내가 함께 (막내)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상당히 높음

－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것을 골라 답변하는, 응답자의 ‘사회적바람직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치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워킹대디의 육아참여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평일에는 워킹대디의 육아참여 비중이 주말보다 훨씬 적음

－ 따라서 워킹대디의 ‘평일 돌봄’ 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아이의 발달단계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다 등 양육효능감을 묻는 항목 모두에 

50.0% 이상의 워킹대디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이 또한 응답자의 ‘사회적바람직성’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의 아버지상(ex. 

생업에 종사하느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는 무심하거나, 온전히 아내의 몫으로 

여기는 아버지)과는 달리 아이의 건강상태, 친구관계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워킹대디의 높은 양육효능감이 실질적인 육아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교육, 홍보 등)의 확대가 필요

○ 육아휴직경험자 중 93.3%가 다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전체 1,113명의 워킹대디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워킹대디는 20.0%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험자의 90.0%이상이 다른 남성근로자에게도 육아

휴직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워킹대디의 육아휴직 경험이 가져

오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꾸준히 

누적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워킹대디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의무화 등 제도화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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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설계와 도입이 시급함

⧠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어려움 확인

○ 배우자가 없이 혼자 (막내)자녀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워킹대디가 가장 자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활동은 ‘아이 데리고 놀이터, 공원가기’(31.3%)이며, 가장 

자신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활동은 ‘또래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과 교류

하기’(18.5%)임

－ 워킹대디의 육아활동이 ‘아이와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아빠’라는 정형화된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음 

－ 놀아주는 활동 외에 ‘아이 이야기(고민) 들어주기’ 등 워킹대디가 수행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으로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따라서 ‘놀아주는 아빠’뿐만 아니라 워킹대디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의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전체 1,113명의 워킹대디 중 72.9%는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함

－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다고 응답한 72.9%의 응답자 중 추후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이므로, 현재는 교류하는 워킹대디가 

없더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워킹대디와 교류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음

－ 100인의 아빠단, 아빠를 위한 육아프로그램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워킹대디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대면과 소통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일과시간 중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기 어려운 워킹대디들도 많을 수 있음

－ 따라서 교류를 희망하는 워킹대디들이 다양한 경로로 손쉽게 교류의 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가정양립제도를 한 개라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46.4%)과 

육아휴직제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80.0%)이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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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직장분위기라서’(47.5%)를 가장 많이 꼽음

－ 또한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곳인지 여부조차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49,3%)이 높고, 그 안에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68.7%)이 상당히 

높음

－ 희망하는 경우 일･가정양립제도를 부담없이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아직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직장(사업체)의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여(ex. 제조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이 어려움) 직장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내에 이미 육아휴직제도나 일･가정양립제도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동료직원 

및 상사의 눈치가 보여 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의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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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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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발표토론회 토론문1)

<토론문 1> 부모휴가를 통한 아빠 양육 지원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조사설계 및 결과에 대한 총평

－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하는 아빠들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 연구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표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인터넷 방식의 조사는 상당히 편향적인 표본이 추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이 조사에서도 고학력,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고, 가구소득, 

직종 등에 대한 정보는 조사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음

－ 아빠들의 양육참여가 매우 계층화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음

⧠ 아빠들의 변화 확인

－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아빠들의 시간사용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아빠들의 무급노동 시간, 특히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점차 증가해 왔음

－ 본 조사에서도 일하는 아빠들이 ‘피곤하고 여유가 없음에도’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1) 2021년 12월 15일 인구보건복지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좌장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음(가나다 순) 

–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좌장),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토론), 김태은 과장(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과/토론), 송재영 단장(인천1004 아빠단/토론), 안태상 대표(하지공업(주)/토론), 

윤민재 당사자(워킹대디/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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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의 육아휴직 경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의 성과들

－ 양적 데이터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아빠들이 육아휴직 등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스토리를 보여주지는 못함. 토론자가 연구해온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간략히 나누고자 함

－ 육아휴직 결정까지: 서투른 육아, 대안의 부재, 직장 내 역동성, 가족을 선택

했기에 받는 불이익은 당연함

－ 육아휴직 중의 경험: 가사 및 육아 전담, 우울/스트레스/사회생활 축소, 

아빠라는 존재의 변화, 성역할의 전환, 육아를 둘러싼 부부갈등,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 불편한 시선과 부족한 정보

－ 육아휴직 후 복직: 일에서 가족으로 균형추 이동, 육아휴직에 대한 평가

⧠ 양육실태의 진실성. 아빠의 인식과 엄마의 인식 차이

－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인식과 행동(실태)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편향적 응답을 하기 

마련이기에 아빠들의 양육참여 정도를 100%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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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아빠의 양육

기여도는 아내에 의해 검증 내지 확인(cross-checking)이 필요함

－ 토론자의 후속 심층인터뷰에서는 부부를 따로 인터뷰 하였는데, 부부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경우가 많았음

⧠ 부모휴가의 아빠 양육지원 효과

－ 부부의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빠들의 양육참여가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물론 여전히 엄마의 양육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음 

－ 아빠들의 양육참여가 증가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아빠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가 양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등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크게 증가시켜 왔으며,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임. 특히 고소득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그 

아내들일 가능성이 매우 큼.

－ 더욱이 육아휴직의 대부분이 공공부문 또는 대기업, 고학력 사무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아빠들의 양육참여가 매우 계층화되어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경향은 북유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임

－ 아빠, 나아가 남성 전체의 돌봄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 저학력, 생산직, 

자영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소득비례 유급휴가 

외에,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상당수준의 정책 보편급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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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지역 아빠들이 말하는 “100인의 아빠단 활동”

송재영 단장(인천아빠육아천사단)

독.박.육.아 이젠 안녕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단장 

민찬,현서,현도 아빠 송재영입니다.

전통의 대가족 형태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육아가 더 이상 

엄마의 혼자일이 아니게 되면서 아빠들의 육아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함께하는 육아･같이하는 육아]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육아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전국최초. 전국최고의 아빠들이 육아를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인천아빠들이 육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2019년에는 100명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208명 그리고 2021년 올해는 

1215명의 인천아빠들이 함께모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와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 욕구를 해소해 줄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빠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처음인 우리 천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놀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더 나은 아빠가 되기위해 부모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빠

들끼리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  록

인구보건복지협회 ∙ 159 ∙

현재는 아빠단 자체 자조모임 미션등을 코로나로 야외할동이 힘든 아빠와 아이

들을 위해 온라인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알고 싶은 내용 고민(딸아이와 친해지고 싶어요 또는 

형제들의 싸움)등을 게시글에 올리면 그 내용을 선배 아빠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 선배들의 해결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열심히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아이들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받을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죠. 부모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 법을 알게되는 것처럼 말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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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각 미션 수행도 열심히 하고, 100인의 

아빠단이 주최한 “전국 100인의 아빠단 방구석 노래자랑”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분도 되고 즐거웠

습니다.

전국 100인의 아빠단도 미션수행과 더불어 각 지역별 자체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활동을 좀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00인의 아빠단도 각 지역별 미션수행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해 아빠의 육아가 더 적극성을 띤다면 아내가 육아에 부담되지 않게 되어 

출산율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인천아빠육아천사단’에서는 적극

적인 아빠들의 활동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100인의 아빠단 미션외에도 자조모임등 자체

미션을 통해 코로나로 숨막히는 이 시기에도 아이들과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5분의 진정한 눈빛교환만으로도 사랑을 충분히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 만들기!

우리 아이 사랑 독차지 하기! 우리 아빠가 최고야 소리 듣기!

무엇보다도 아내가 좋아하는 ‘인찬아빠육아천사단’이 되도록 아빠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회에서도 지원해주는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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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 애 키우는 아빠는 외롭다

윤민재(워킹대디 당사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내년에 아들 출산 예정인 

9개월 차 육아대디 윤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금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중고 12년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고, 바라던 

기업에서 5년간 나름 열심히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공주님이 

생겼고 모든 우선순위가 딸아이에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연스레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퇴사하게 되었고, 복직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출산 전에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애기 나오고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는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1년 쓸게.”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시간을 

벌기위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외국계 

회사였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남자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는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었고, 저도 눈만 뜨면 보고싶은 우리 딸아이와 1년만이라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와 이직 준비로 힘들어하는 아내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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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니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그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환상적인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굳이 명소가 아닌 평범한 동네 공원을 가도 딸아이에 웃음소리에 집중

할 수 있어서 정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2가지 단점이 명백하게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수당이 정말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로 육아휴직 신청 후 3개월은 통상 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50%에서 또 75%만큼 

수당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4개월 차부터는 대략 11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직장인 남성들이 선뜻 육아

휴직을 결심하기에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벌이 

가정이라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써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부러운 모습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야 

서로 얘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외로움을 푼다고 하지만 

남편들은 그저 먼 얘기일 뿐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남자 육아’라고 검색하면 130개 정도의 카페가 나옵니다. 하지만 새글이 

얼마나 올라왔나 보면 ‘0’입니다. 사실상 전부 비활성화된 카페일 뿐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 2030세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졌지만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도 아이 양육으로 인한 본인, 배우자의 경력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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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내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편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내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직장에

서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별난 케이스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저 

또한 나름 근무환경이 자유롭다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저희 부서

에서는 제가 남자 육아휴직 1호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들었던 조언들 중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거나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면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에 벌벌 떤다고 합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지만 60~70대 노부모들이 

하루에 평균 9km를 뛰어다니는 손주들을 감당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는 입장에서도 그동안 나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만 하셨

는데 이제는 손주들까지 맡기고 나와야 되는 현실이 야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들려오는 육아 도우미 관련 좋지 않은 소식들과 만만치 

않은 비용은 아이를 남에게 맡기기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인식 개선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 분위기

(38.0%), 수입이 줄어들어서(32.5%), 진급누락/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19.7%)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만일 회사와 근로자들의 생각이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권장

하는 분위기로 변한다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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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많은 아버지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낮과 밤도 모르고 

회사에 몸과 시간을 바쳤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내와 아이들의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실패들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꿈이 있고, 아빠도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과장되게 얘기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아빠가 아이를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 아빠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을 주는 

아버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은 딸은 자신의 배우자도 자식들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더불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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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가족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고용문화

안태상 대표(하지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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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생활균형 정책과 방향

김태은 과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과)

1. 일･생활균형 현황 

⧠ (일･생활균형 인식 확산) 일･생활 균형이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로 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치 변화 진행 중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사회조사

⧠ (일･생활균형제도 이용 증가)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와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 제도 

개선 등으로 제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

이용자/비율 ʼ16 ʼ17 ʼ18 ʼ19 ʼ20

육아휴직(전체) 89,795명 90,122명 99,199명 105,165명 112,040명

(남성 이용자) 7,616명 12,042명 17,665명 22,297명 27,423명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2,761명 2,821명 3,820명 5,660명 14,689명

출산휴가(유사산휴가) 81,093명 76,414명 77,059명 73,306명 66,073명

유연근무 4.2% 5.2% 8.4% 10.8% 14.2%

출처: 고용부 보도자료(각 년도),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 육아휴직의 경우 지속적인 급여 인상 및 요건 완화(부부 육아휴직 허용, 

분할횟수 확대 등)로 전체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이용자가 증가 

－ ’19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가족돌봄휴가 시행(가족돌봄비용 

한시적 지원, ’20.4~),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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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이중부담 여전) 최근의 인식변화에도 불구, 양육과 돌봄,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여성의 고립(독박)육아 및 경력단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 ‘노동 중심 생애’를 중시하는 청년층은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결혼･출산 기피

                * ‘21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3.2%), 결혼(27.4%), 임신･출산(22.1%), 

자녀교육(3.8%) 순 (통계청, ’21)

<자녀수별 기혼여성고용률> <자녀 연령별 기혼여성 고용률> <가사분담 공평하게 비중>

출처: 통계청(2021).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통계청(2021). 2020 사회조사

2.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일･생활균형 과제

○ (정책평가) 그간의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추진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유자녀 여성근로자,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초점. 주로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및 

확산에 중점

－ 3차 기본계획 이후부터 ‘일･생활 균형’으로 용어를 전환하면서 남성 육아에 

대한 과제가 구체화 되고, 격차해소에 대한 과제가 포함

○ (한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이용자 보다 사각지대가 더 많이 

존재하는 현실로 인해, 급여를 올릴수록 일ㆍ생활 균형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고,

－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한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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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2006

-

2010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2-1-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06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유산･사산휴가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2-1-2.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2-1-3.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신설⦁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전업 주부 노동시장복귀 프로그램 운영

2-1-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가족친화 기업 경영모델 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 기업 지원

제1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보완판)

2010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2-1-1.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유사산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시행

2-1-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근로형태 유연화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2-2-1.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2-2-2.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2-2-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2-2-4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여성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고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

제2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2011

-

2015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1-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1-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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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연도 일생활균형 관련 과제

1-1-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가족간호 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2-1 유연근로제 확산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일자리 확산

1-2-2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유연근무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홍보

1-3.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 조성

1-3-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1-3-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기업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1-3-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제3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2016

-

2020

1. 저출산 대책

1-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1-4-1. 일･가정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일･가정양립 제도 이용권 보장   ⦁스마트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1-4-2.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강화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충 ⦁비정규직 지원 강화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1-4-3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육아휴직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제3차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재구조화)

2018

-

2020

1. 저출산 대책

1-1.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1-1-6.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출산지원금 ⦁기간제 노동자 출산 휴가 급여 보장

1-2.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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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연도 일생활균형 관련 과제

1-2-1.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1-2-1-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허용 ⦁출산급여 지원 상한액 

현실화

1-2-1-나.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일 1시간 단축, 단축기간 확대 등 지원 

⦁자녀돌봄휴가 신설(연10일) 및 특별 근로시간 단축 지원

1-2-1-다. 전 생애에 걸친 근로시간 단축

⦁52 시간 현장 안착 지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1-2-2. 남성 육아참여 확대

1-2-2-가.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강화 ⦁부모육아휴직 동시 사용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1-2-2-나.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가사노동 성별분업 실태조사, 대중매체 모니터링, 성평등 교육 강화

⦁남성 육아 관련 홍보 및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추진

1-2-3.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1-2-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강화 ⦁가족친화기업인증 및 컨설팅

⦁일･생활 균형 근로 감독 강화 및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캠페인 집중 추진

1-2-3-나. 일･생활 균형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1-2-3-다.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1-2-4. 육아휴직 개편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휴직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2021-2 워킹대디가 경험하는 육아와 일

∙ 176 ∙ 인구보건복지협회 

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방향 및 추진 과제

 � 기본 방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는 전략 하에,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생활균형을 특정 일부만의 혜택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을 강조

－ 4차 계획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및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의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 특히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및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에 

중점

○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의 문제 등 일하는 사람의 사회  

보장체계 및 돌봄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은,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의 강화와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영아기 집중투자(시간, 비용, 서비스)’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자녀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확보･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도’를 

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5년간 이행사항 점검･관리 

 � 일･생활균형 주요 세부 과제

⧠ 남성의 돌봄권 보장

○ (사회적 인식 확립)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확립, 돌봄 참여 권리 보장

－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돌봄 참여를 편견 없이 

당연시하는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및 대규모 캠페인 실시

                    ※ 온라인(SNS) 및 오프라인 홍보(기업･지역사회 등 민간연계)를 통한 국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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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형성) 온･오프라인에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100인의 아빠단 및 공식 커뮤니티’ 확대 운영

－ 전국 17개 시도별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의 규모 확대 및 초보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한 운영 체계화, 육아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만0세 이하(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활성화･확산(’22~)

－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00~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하는 것보다 부부 두 

사람이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

  

<참고>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지원

� (추진배경) 지난 20여년간 영아기 자녀에 대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은 답보상태, 

짧게라도 남녀가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빠 육아휴직 확산 유도

  * ‘19년 기준,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자녀 만0세)은 여성이 

63.6%로 높은 반면, 남성은 1.8%에 불과, 남성의 경우, 자녀가 만6세 이상에서의 

사용 비율이 과반수 (’20. 통계청)

� (취지) 남녀 모두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출산ㆍ양육으로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

  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인･촉진하여 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

� (기대효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ㆍ보편화되면 그간 여성 위주로만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 개선 및 여성의 고립육아 해소, 경력단절 예방 효과 

기대

                    출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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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현행 50%, 120만원)하여 휴직 시 소득 감소 완화(’22~)

<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

1∼3개월 4∼12개월

현행
(As-Is)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상한)

⇓

개편
(‘22.1~)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지원(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은 ‘22년 경과조치, ’23년 이후 통폐합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눈치 보지 않는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22~)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

                    ※ (’19∼’20년) 인건비의 10%(중견 5%) → (’21∼’22년) 30%(중견 15%)으로 3배 상향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보편적 권리로 확대)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권리로 확대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 확립을 위해 현재의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체계 및 

사후지급금 장기적으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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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인센티브 지원 신설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21년~) 월 30만원 + 1∼3호 인센티브 월 10만원 신설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주 15~30

시간)을 요구하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20.1월 시행)

－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생애

주기에 따라 일과 삶을 병행하는 노동 환경 확립

○ (가족돌봄휴가(휴직)) 일과 돌봄의 원활한 병행을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인식 제고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 및 긴급 자녀돌봄* 요구에 대응

                    ※ 부모 각각 연간 10일,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는 연간 최대 20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한시적 지원(‘20.4.∼’21.12)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재택근무 등 업무환경의  디지털･비대면화를 

가속화하여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여건 확충

－ 기존 업무방식을 재설계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소통･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사노무･IT 컨설팅 지원

○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지원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220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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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워킹대디 대상 심층면접 결과

⧠ 심층면접 개요

○ 면접기간: 2021.10.14.(목)~10.19.(화)

○ 대상: 총5명(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중인 

아버지 대상)

○ 면접방법: 일대일 심층 전화면접

○ 면접내용: 직장상황, 현재 자녀 육아방법, 아빠육아에 대한 인식, 아이의 가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경험 등

⧠ 심층면접 주요 결과

○ 양육실태

－ 양육방법

 대상자와 배우자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초등학생의 경우 정규수업 후 방과후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용만족도가 매우 높음

－ 양육자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된 

양육자원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음

 양육정보는 주변 지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얻음

 단, 속해있는 자조모임(100인의 아빠단 등)이 있는 워킹대디의 경우 이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고 육아에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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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육아 인식

－ 아빠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

 심층면접 대상자 모두 아빠의 육아참여는 꼭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봄

 육아에 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워킹대디일수록 아빠육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낌

 아이와 감정적,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함

 외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 워킹대디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음

○ 가족돌봄제도 이용 실태

－ 일･가정양립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이용 경험

 아직까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은 사기업에 재직 중인 워킹대디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임

 제도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직장 내 동료들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복귀 후 근무지 이동, 승진기회 박탈 

등의 불합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

 공공조직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는 

있으나 사용 후 겪어야 하는 불합리함은 사기업과 동일함

 육아휴직 등 제도의 사용을 선택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용 후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의 가치를 넘어 본인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경험이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

－ 직장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가족친화적이고 양육을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정도가 높은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낸다는 사례 등을 발굴해서 대중매체에 노출시킬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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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의무화 등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 있음

－ 자녀양육의 사회적 역할 제고

 어린이집, 방과후돌봄교실 등 돌봄기관이 양육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언제든 부담없이 맡길 수 있도록 이용시간의 확대와 대중화가 필요. 부모와 

자녀 모두 안정감을 가지고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돌봄

시스템 재정비 필요

 공적돌봄체계는 양육부모의 돌봄비용 절감으로 부담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공적돌봄체계 확충으로 공공어린이집, 방과후돌봄교실 등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장기간의 대기를 

감수해야 함. 따라서 공적돌봄기관을 양적으로 더 충분히 확대하여야 함

 돌봄교사에 대한 복지와 임금체계의 보완 등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의 질적 

향상으로 아동학대 방지, 돌봄교사의 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