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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study has two goals: First, it explores the effects of working mothers’ (in managerial 
positions) job satisfaction on their subsequent childbirth plans . In addition, it identifies the 
differential impact of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on their future childbirth plans according to 
their job satisfaction type.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Women Manager Panel (2020). Research participants 
include 573 working mothers between their 20s and 40s who are managers and have one child. 
Working mothers’ job satisfaction was assessed using the Job Satisfaction Measurement Scale. This 
instrument comprises sub-factors including wage, working hours, work and life balance, promotion, 
senior, and job. Data were analyzed using cluster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ree clusters: Job Satisfaction Type, Job Dissatisfaction 
Type, and Selective Job Satisfaction Type. Additionally, job satisfaction’s effect on mothers’ subsequent 
childbirth plans was significant only for mothers in the Job Satisfaction group. In contrast,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future childbirth plans was not significant in working mothers in other groups.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working mothers’ (in managerial 
positions) job satisfaction types on their subsequent childbirth plans. Notably, this study identified 
discrete groups of working mothers according to their job satisfaction. Furthermore, its findings revealed 
patterns of change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in their subsequent childbirth plans.

Keywords: job satisfaction, subsequent childbirth plan, working mothers at managerial level, cluster 
analysis, low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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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후속출산계획이란 향후 출산 가능성에 관한 의사나 의지 또

는 향후 출산의 가능성, 계획 등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되고 있

다(H.-J. Park, 2006). 따라서 후속출산계획은 이미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추가적으로 출산을 하고자 하

는 생각이나 계획(J. Lee, 2007)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첫 자녀 출산은 사회적 기대와 압력, 의무감, 전통성 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나(H.-J. Lim, Lee, & Choi, 

2011), 첫 자녀 이후에 계획되는 후속출산은 이전에 비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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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자발적 선택으로 인식된다(C.-S. 

Kim,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후속출산계획은 어머니의 사

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먼저 어머니

(E. H. Joung & Choi, 2013) 또는 첫 자녀(J. Lee, Cho, &　Choi, 

2012)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

니가 낮은 경우보다 후속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S. Park, 2008). 또한, 어머니의 직급이 높을수록 직장에

서의 승진 문제, 복직 등이 염려되어 후속출산에 대한 의향이 

낮아진다는 질적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Yum, Chung, & 

Joo, 2013).

특히, 취업모는 일과 가정의 양립적 상황에 놓여있어 후속

출산의 부담 정도가 높다(Pailhé & Solaz, 2006). 특히 취업모가 

영아기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여러 사건

을 겪거나 발달과정에서 양육과 근로를 병행해야하는 어려움

을 경험할 수 있다(N. H. Kim, Lee, Kwak, & Park, 2013). 이러

한 이유로 자녀를 아예 출산하지 않거나 후속출산을 미루거나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C. H. Park, 2012). 따라

서 취업모의 직무 관련 요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이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모의 후속출

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관련 요인에 대하여 K.-H. Park 

(2012)은 취업모의 직무만족도가 양육과 출산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연구적 당위성을 높

여주고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직무만족도란 작업조건, 동료관계, 직무과업 등 다양한 측

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으

며(Osbom, Hunt, & Jauch, 1980), 직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태

도, 근로환경 및 조건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직무에 대한 정서

적 반응(C.-S. Kim, 2007)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모의 직무만

족도는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직무만족도

로 영향을 받은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정서적 교감 및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Nam, 2022). 따라서 어머

니의 직무만족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후속 출산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국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최근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

였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년 전 12.5%에서 2018년 

20.6%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비교적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가능

하게 하는 사회 변화로 인하여 여성 관리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출산과 양

육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서의 어려움이 경력단절

로 이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관리자로서 승진이나 업무

에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Kang, 2021).

또한,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기혼

여성 관리자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출산과 양육, 가사 대부

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고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M. Y. 

Song, 2018). 이는 일-가정의 갈등 문제를 야기하며 기혼여성 

근로자의 관리자로서의 성장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M. Y. Song, 2018). 이는 국내 사회에서 이인소득자 모델은 어

느 정도 받아들여졌으나 이인양육자 모델은 아직 정착하지 못

한 것과 관련이 있다(G. Yoo, 2012). 이처럼 가정에서 담당해야 

하는 가사 및 양육 역할이 여성의 역할 및 사회적 정체성으로 

인식되는 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정 내 역할기대는 감소하기 

어렵다(Gutek, Searle, & Klepa, 1991).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직

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감을 

상쇄시키는데 기여(Nam, 2022)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직무만족도는 취업모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과 일-가정 양립 

연구(Han & Lee, 2015), 기혼 직장 여성의 출산의도와 결혼요

인을 밝힌 연구(Jang & Lee, 2013), 취업모의 둘째 자녀 출산 의

지에 관한 혼합연구(M. Sun, 2019) 등이 발표되면서 직장이나 

기업문화가 취업모의 출산의향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근무환경과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후속출산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들의 출

산의향에 대한 연구(H.-J. Lee & Yu, 2011)는 매우 드물고, 직무

만족도의 특성이 여성 관리자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성 관리자의 결

혼 및 출산과 직무 몰입 간의 관련성을 밝힌 K.-H. Park (2012)

에 따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에 대한 헌신성, 즉 조직몰

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조직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 Park, 2015; Seo & Lee, 2017; 

Woo & Hong, 2011). 이에 출산으로 인한 여성 관리자들의 경

력단절을 막고, 비교적 고학력,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여성 

관리자의 출산 권리 확보를 위해서 여성 관리자들의 직무만족

도와 후속출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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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 관련 요인

을 고찰해보면 우선, 임금은 후속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직무

만족도 관련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N. H. Kim, Lee, Kawk, 

& Park, 2013). 후속출산과 관련하여 Min (2008)은 노동패널자

료(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를 이용하여 임금방정

식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출산력 자료와 결합하여 여성의 임

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 임금

의 증가는 첫 출산과 후속 출산을 모두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임금이 20% 증

가한다면 직무만족도는 더욱 높아지나, 첫 출산에서 2개월 정

도, 두 번째 출산에서 1개월 정도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 수준은 임금 자체를 넘어 여

성이 출산하고 양육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의미하기에 여성 임금의 상승이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취업모들은 둘째 아이 출산을 희

망함에도 실제로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I.-O. Kim, Wang,

　Jeong & Choi, 2011), 이는 후속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수가 

늘어나면서 출산으로 인한 금전적 지출이 첫째 아이 출산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는 점과 관련이 있다(Killewald & 

Zhuo, 2019).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면 후속출산으로 인한 금

전적 부담을 덜 느껴서 오히려 후속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임금과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과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무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과 근

무일수는 취업모의 둘째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인된 바 있다(I.-O. Kim et al., 2011). 국회예산정책처(G. 

Kim, Heo, Kim, & Kim, 2018)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

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 학력 등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혼 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임신할 확률은 0.34% 정도 낮아졌다. 이

는 장시간 근로시간이 기혼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을 야기해서 출산의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시간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어서 일-가정 균형에 대한 문제는 취업모가 후속 출산계

획을 회피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H. S. Kim, 2018; M. Sun, 2020; M. Sun & Jo, 2019),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지원 여부가 후속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Han & Lee,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취업모들이 후속 출산을 고려하

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녀출산 후 증

가하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Juhn & McCue, 2017; Siegel, 2017).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가정 갈등은 취업모의 후속출산

계획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진이나 직무영역과 후속출산 간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직무 또는 근무 환

경 업무에서의 만족도 수준이 가정 영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불안감, 긴장감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H. Lim & 

Hong, 2020; Matias & Fontaine, 2015). 또한 임신 및 육아 과정

에 놓인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

었을 경우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향후 출산을 거부하는 현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에 의하면(Ha, 2010), 승진 및 직

무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직무만족도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으

로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적응력,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과 높은 관련이 있다(Zhou & George, 2001). 또

한 직무는 소득의 근원일 뿐 아니라 성취감에 따른 만족을 제

공한다.  Szalai (1980)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불만족과 만족을 

정의하면서 직무만족도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았듯이, 직무만족은 삶에 대

한 가치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직무에

서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고 전문적인 성장을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서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도 있다. 

반대로 직무에 대한 불만족감을 야기하는 요인 중에서 직

장동료, 직장분위기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을 위생요인이

라 부른다(Schwartz, Jenusaitis, & Stark, 1963). 이러한 위생요인

들은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만족 상태에서 불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전

환시켜주는 요인이라 정리할 수 있다(Schwartz et al., 196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만족과 만족은 동일한 선상

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개인에서 만족하는 

차원과 불만족하는 차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불만족과 만족의 수준을 차

원별로 조사하여 그에 따른 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직무

만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가치와 능력은 개인에 따

라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각 유형을 분류하여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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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후속 출산계획을 단차원적 방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

니라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수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직무

만족도 유형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고

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경력단절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대척점에 있는 후속출산

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저출산이라는 주요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저출산 극복의 효율적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군집유형에 따른 취업모의 

배경변인 및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

진, 상사, 직무)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 

[KWMP], 2020)를 이용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2020년

에 보고된 2기 1차 여성 3,500명, 남성 1,511명의 대상으로 조

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이고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 여성 관리자 데이터에서 현재 

자녀가 1명이며 30대와 40대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

를 케이스 선택하여 573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자 직급 자료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커리어와 관련하

여 그에 대한 지지와 성공을 위한 대책을 도출하려는 목적으

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관리자 직급 여성은 대

리급 이상 여성 관리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기

업 내 경력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이

슈 특히, 후속출산계획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

다. 연구대상인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연령은 40대가 336명

(58.6%)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30대가 237명(41.4%)이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생 자녀가 

283명(49.4%)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뒤로 유

아(만 3세-초등학교 입학 전)가 175명(30.5%), 영아(만 2세 이

하)가 115명(20.1%)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174명

(30.4%), 인천/경기 126명(22.0%), 경남 127명(22.2%), 충청 

56명(9.8%), 경북 38명(6.6%), 전라 38명(6.6%), 강원/제주 14

명(2.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324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년제 대학교 

졸업 104명(18.2%), 대학원(석사) 80명(14.0%), 대학원(박사) 

33명(5.8%), 고등학교 졸업이 32명(5.6%)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급은 과장이 380명(66.3%)으로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뒤로 차장 173명(30.2%), 부장 16명

(2.8%), 임원 4명(.7%)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하고 있는 산업

체 유형은 사업 서비스업 171명(29.8%), 사회 서비스업 155명

(27.1%), 농업/광업/제조업 70명(12.2%), 유통 서비스업 69명

(12.0%), 개인 서비스업 64명(12.0%), 건설업 외 44명(7.7%)으

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직무만족도

독립변인인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관리자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직무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무만

족도의 하위요인은 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불만족 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으로 평정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 모두 각각 1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직무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

에 대해 설명하면, 임금에 대한 문항의 예로 “임금(세전 기준)

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를 포함한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 평균 근무시간을 의미하며 문항은 “근무시간(주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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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를 포함한다. 워라밸은 직장에서의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묻는 것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

해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포함한다. 또한 승진은 직

급이동과 관련한 내용을 측정하며, 문항은 “승진에 대해 만족

하고 있습니까?”를 포함한다. 그리고 상사는 상사에 대한 느낌

과 상사의 공평한 태도를 기준으로 “상사(공평한 태도)에 대

해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직

무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직무에 대해 만

족하고 있습니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이 도구의 신뢰도는 임금은 .79, 근무시간은 .75, 워라밸은 

.78, 승진은 .71, 상사는 .80, 직무는 .80이었으며 직무만족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으로 나타났다. 

후속출산계획

종속변인인 후속출산계획의 측정도구는 패널조사에서 사용

된 향후 3년 간 출산 계획을 사용한다. 이 도구의 설문 문항은 

“향후 3년 이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패널 데이터의 결측치를 시스템 결측값 처리를 하여 연구 결

Table 1 
Working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Mother age(year) 30-39 237 (41.4)

40-49 336 (58.6)
Child age group  Infancy(lower than 2 years) 115 (20.1)

Preschool years( 3 years-preschooler) 175 (30.5)
Elementary school years 283 (49.4)

Residential
 districts

Seoul 174 (30.4)
Incheon/Gyeonggi 126 (22.0)
Gyeongsangnam-do 127 (22.2)
Gyeongsangbuk-do   38 (  6.6)
Chungcheong-do   56 (  9.8)
Jeollanam-do   38 (  6.6)
Gangwon-do/Jeju   14 (  2.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32 (  5.6)
2 year-college graduates         104 (18.2)
Bachelor’s degree         324 (56.5)
Master’s degree          80 (14.0)
Doctorate    33 (  5.8)

Position Section head   380 (66.3)
Deputy head of department   173 (30.2)
Head of department    16 (  2.8)
Executive     4 (    .7)

Business Farming/Mining Industry/Manufacturing     70 (12.2)
Construction industry     44 (  7.7)
Personal service     64 (12.0)
Distribution service     69 (12.0)
Personal business     171 (29.8)
Social service     155 (27.1)

Note. N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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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타당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케이스 선

택을 활용하여 1명의 자녀를 가진 관리자 직급 취업모에 해당

하는 대상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평균, 빈도분석)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

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하고, 주요 변

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직급 취업모들의 직무만족도가 후속출

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과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관리자 직급 취업모들의 직무

만족도 유형을 분류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리직 직급 취업모의 연령, 자녀의 나이, 교육수준, 직급을 통

제한 뒤 직무만족도 하위요인과 취업모의 직무만족 군집 유형

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Results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
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에 따른 군집유형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군집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표본 573개를 이용하여 거리측정값에 의

해 대상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3개의 군집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유효 군집의 수를 

3개로 확정하였다(Figure 1).

Figure 1. Hierarchical Clustering

또한 분류된 군집을 각 군집의 특징에 따라 명명하였다.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은 228명(39.8%)

으로 전반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이 집단에 해당하는 여성 관리자들은 직무와 관

련하여 진취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직무 만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군집 2는 207명(36.1%)으로 전반적으로 직무 만족도

가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들은 직무와 관련한 여러 측면에서 불만족을 경험하고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서 ‘직무 불만족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138명(24.1%)으로 최종 군집에서 모

든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이 집단에 속하는 대상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관점을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직무만족도도 적

절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어 ‘절충적 직무만족형’이라 

명명하였다.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군집유형에 
따른 취업모의 배경변인 및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의 차이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의 유형에 따른 취업모의 배경변인과 직

무만족도 하위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

만족도 군집 유형에 따른 배경변인의 차이는 교육수준과 직급

을 제외하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직급 취

업모의 직무만족도 군집 유형은 석사를 졸업한 취업모가 직무

불만족 집단에 비해 절충적 직무만족형 집단에 속하는 비율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 = 3.076, p < .05). 그리고 관리자 

직급 취업모 직무만족도 군집 유형은 직급에서 차장급인 취업

모가 직무불만족 집단에 비해 직무에 만족하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F = 3.753, p <. 05). 

또한 직무만족도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임금(F = 124.64, p < .01), 

근로시간(F = 422.97, p < .01), 워라밸(F = 340.12, p < .01), 직

무(F = 202.09, p < .01) 요인들은 직무만족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무불만족 집

단에 비해 절충적 직무만족 집단이 더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

었다. 그리고 승진(F = 137.27, p <. 01)과 상사(F = 148.63, p 

< .01) 요인도 역시 직무만족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구

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직무Figure 1. Hierarchical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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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 Scores of Final Clusters

 
Clusters 

1 2 3
Wage 3.93 2.84 3.09
Working hours 4.19 2.74 3.96
Work and life balance 4.11 2.59 3.78
Promotion 3.85 2.69 2.49
Superior 4.18 3.29 3.07
Job 4.08 3.18 3.28
Note. N = 573.

Table 3
Final Cluster and Cluster Name 

Cluster name n %
Cluster 1 Job satisfaction type 228 39.8
Cluster 2 Job dissatisfaction type 207 36.1
Cluster 3 Eclectic job satisfaction type 138 24.1
Note. N = 573.

Table 4
One-Way ANOVA Results: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of Mothers Working at the Managerial Level 
by Job Satisfaction Clusters   

Variables

Job satisfaction 
type 1

(n = 228)

Job 
dissatisfaction 

type 2
(n = 207)

Eclectic job 
satisfaction type 

3
(n = 138) F

Post-hoc

Age 2.54 ( 1.44) 2.64 (1.42) 2.58 (1.39) 1.989
Child age 2.21 ( 1.49) 2.31 (1.46) 2.39 (1.43) 2.68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07 (  .48)  .04 (  .35)  .06 (  .36) 1.029

2 Year-college graduates  .17 (  .31)  .18 (  .43)  .19 (  .39) .179
Bachelor’s degree  .57 (  .32)  .60 (  .33)  .50 (  .35) 1.718
Master’s degree  .14 (  .41)  .10 (  .46)  .20 (  .34)  3.076 3 > 2
Doctorate  .04 (  .29) .07 (  .28)  .07 (  .28)  .660

Position Section head  .61 (  .48) .70 (  .46)  .71 (  .47) 2.874
Deputy head of department  .36 (  .41)  .25 (  .38)  .28 (  .33) 3.753 1 > 2
Head of department  .03 (  .28)  .02 (  .25)  .02 (  .26) .239
Executive  .00 (  .22)  .01 (  .26)  .00 (  .23) 1.438

Wage 3.93 (2.35) 2.83 (1.22) 3.08 (2.85) 124.64 1 > 3 > 2
Working hours 4.19 (3.51) 2.73 (1.11) 3.96 (2.75) 422.97 1 > 3 > 2

340.12 1 > 3 > 2Work and life balance 4.11 (3.23) 2.59 (1.33) 3.78 (1.57)
Promotion 3.85 (2.69) 2.69 (1.01) 2.49 (1.35) 202.09 1 > 2 > 3
Superior 4.18 (3.95) 3.29 (2.53) 3.07 (1.95) 137.27 1 > 2 > 3
Job 4.08 (3.65) 3.18 (2.99) 3.28 (2.89) 148.63 1 > 3 > 2

Note. N = 573.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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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집단, 절충적 직무만족 집단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
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의 군집유형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의 차이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

진, 상사, 직무)의 군집 유형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관

리직 직급 취업모의 연령, 자녀의 나이, 교육수준, 직급을 포

함하였고, 독립변인은 직무만족도 하위요인과 취업모의 직무

만족 군집 유형이고 종속변인은 후속출산계획이며 계획있음

(예)은 1, 계획없음(아니오)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hosmer-

lemeshow test)는 X² = 21.011, p > .05 ( p = .138)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

과, 직무만족형(OR = .996, p < .05), 직무불만족형(OR = .761, 

p < .05)은 후속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관리직 직급 취업모 중 직무불만족 집단(준거 집단)

에 비해 직무만족도 집단 수준에서 후속출산을 계획할 오즈비

가 증가하게 된다. 직무불만족 집단에 비해서 절충적 직무만족

도 집단은 후속출산을 계획할 오즈비가 0.662(95% CI [0.437, 

1.08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의 유형 분류를 실

Table 5
Logistic Regression Results: Effects of Job Satisfaction Clusters of Mothers Working the at Managerial Level on Subsequent Childbirth Plans 

Dependent variable  Variable B SE OR CI

Subsequent childbirth plan

Control variables
Age 1.700 .312 5.472 (2.961∼3.115)
Child age .334 .163 1.395 (1.013∼1.920)

Position

Section head .576 .549 .100 (  .475∼1.034)
Deputy head of department .867 .549 .135 (  .160∼2.114)
Head of department .339 .450 1.403 (  .175∼4.034)
Executive .193 .778 1.030 (  .160∼1.221)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174 .800 .845 (  .175∼4.034)
2 year-college graduates -.102 .627 .903 (  .265∼3.078)
Bachelor’s degree .324 .568 1.386 (  .455∼4.223)
Master’s degree .558 .668 1.749 (  .472∼6.740)
Doctorate .110 .592 1.555 (  .185∼4.678)

In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sub-factors

Wage .135 .187 1.144 (  .793∼1.652)
Working hours .134 .278 1.143 (  .652∼1.972)
Work and life balance .132 .238 1.094 (  .686∼1.745)
Promotion -.357 .207 1.700 (1.466∼2.051)
Superior -.191 .208 1.098 (  .730∼1.650)
Job -.284 .253 1.752 (1.458∼2.487)

Job
satisfaction group

Job satisfaction  .304 .220 .996 (1.398∼2.487)
Eclectic job satisfaction -.104 265 .662 (  .437∼1.080)

-2LL = 378.714
R² = 14.1

hosmer-lemeshow test:  χ2 = 21.011( p =.138)
Note. N = 57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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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각 유형별 직무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문제

에 따른 결과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임금, 근무시간, 

워라밸, 승진, 상사, 직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세 가지의 직무 

만족도 군집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군집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각각을 직무만족형(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집

단), 직무불만족형(만족없이 불만족하는 집단), 절충적 직무만

족형(자신의 직무 상황에 대한 적합하게 조절 가능한 집단)으

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

는 만족감과 직무불만족은 서로 그 상관이 깊지 않으며 보완

적이지도 않으나, 일직선상의 정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라는 

Friedlander와 Walton (1964)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직무만족이란 개인의 감정적 태도와 정서적 반응

을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분류와 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만족은 삶의 질과 연관이 되

기에(G. P. Park & Kim, 2019), 더욱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연구

들이 요구된다. 

둘째, 직무만족도의 군집유형에 따른 관리자 직급 취업모

의 배경변인과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군집 유형에 따른 배

경변인의 차이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 중 석사를 졸업한 취업

모가 직무불만족 집단에 비해 절충적 직무만족형 집단에 속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장급인 취업모가 직

무불만족 집단에 비해 직무에 만족하는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취업모들의 학력

이 올라갈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며 자신의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직급이 높아지고(B. Lim, 2019) 이는 직무만

족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군집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도 하위요인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임금, 근로시간, 워라밸, 직무 요인들은 직무만족 집단

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직

무불만족 집단에 비해 절충적 직무만족 집단이 더 높은 비율

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임금(ZJou & Lee, 2016), 근무시간(Y. 

W. Shin & Cho, 2019), 워라밸(J. S. Kim, Yoon, & Ju, 2019), 직

무내용(H.-K. Lee & Nam, 2015)에 만족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승진과 상사 요인

도 역시 직무만족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구성하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직무불만족 집단, 절

충적 직무만족 집단 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승진에 대

한 공정성 지각이나 불안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며(S. 

Yoo & Jean, 2017), 상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이 높

다는 결과(T.-H. Shin & Kim, 2014)들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셋째,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유형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취업모 중 직무불만족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도 집단이 후속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도 높아지며, 절충적 직무만족도 집단

은 직무불만족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후속출산계획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과 

양육을 양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관리직과 비관리직 취업

모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비관리직에 비해 관리직 취

업모들이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및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

여 후속출산계획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Jin & 

Kim, 2020). 즉, 높은 수준의 월 소득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월 소득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도가 높은 것(I.-O. Kim, Wang, Jeong, & Choi, 2011)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취업모들의 높은 직급은 고소득으로 연결

되고 이는 직무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후속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직급 취업모 중에서도 직무 만

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경우에만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절충적 직무만족도 집단은 이러

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무만족도가 출산의도와 연

관이 깊다는 선행연구(M. Y. Song, 2018)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직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후속출산의향을 저

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모

들의 둘째 출산 기피요인에 대한 Y.-M. Song와 Lee (2016)의 연

구에 따르면, 직장 내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복지 시설과 

제도가 부실할 경우 첫 번째 자녀 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 어

려움을 경험한 취업모들은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였

다. 이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거친 후 3개월에서 4

개월 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시댁 및 친정에 맡기면서 겪은 

심리적 고통과 부담을 떠올리면 다시는 출산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후속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Y.-M. Song & Lee, 2016).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취업모들

이 자신의 직무환경에 만족하는 정도는 후속 출산계획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절충

적 직무만족도 집단이 직무불만족 집단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

으로 후속출산계획을 보인 결과는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는 한 관리자 직급 취업모의 후속출산 가능성을 변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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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리자 직급 취업모는 비관리

자 직급에 비해서 비교적 고소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에도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에만 후속 출산을 고려하

며 직무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후속 출산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낮았다. 이는 같은 관리직 군에서도 직무만

족도에 따라서 후속출산계획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절충적 직무만족 집단에 속한 

취업모들이 직무만족 집단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 

집단에 비해 절충적 직무만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승진이나 상사와의 관계와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집단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바

탕으로(Statistics Korea, 2019), 자녀 한 명을 가진 관리자 직급

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근래

의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직무만족 유형과 후속출산계획 간

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군집분석의 유형화로 정보의 상실이 발생한다는 점

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다소 손실되더라도 군집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관리자 직급 취

업모의 직무만족유형이 어떻게 나뉘며 그 유형과 요인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무만족

도 전체 변수만 사용하였을 경우 대상자의 집단적 특성과 후

속출산계획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

다. 또한 군집 유형은 단순히 직무만족도 전체 점수만을 기준

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요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

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차후 연구에서는 보

다 다양한 접근 및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단순히 후속출

산계획 여부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

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가사노동시간, 자녀와

의 관계 등과 같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

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출산 후 근로

지속 여부, 직장 내 성차별이나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코

로나 이후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된다

면 직무만족도와 후속출산계획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명확

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보다 실

효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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