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12월 �17일(월, 09:00~17:30) 

18일(화, 09:30~17:30) 

장소: 그랜드 힐튼 호텔 4F(플라밍고홀, 크레인홀)

주최: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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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부문』



본 보고서는 저출산부문, 고령화부문으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초대의 글

우리사회는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

층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은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금년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사회에서 여론화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각계각층에서는 미래사회에 다가올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의 수준을 낮추고, 속도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영역에서 활발하

게 학술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

경제연구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직업건강 

간호학회 등의 후원으로 12월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총 12개 세션에서 37개  

논문을 발표 및 토론하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임진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심포지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저출산 09:00~09:30 등   록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 최병호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 이원희 l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10:00~12:00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의 과제 저출산 1    
 좌   장   · 옥선화 l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   표   “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송유미 l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석진 l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
·김현식·김지연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토   론   · 류연규 l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승아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 최은영 l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저출산 대응 기업의 역할 저출산 2

 좌   장   · 김태헌 l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발   표   “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 분석” �
·이종하 l 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연구: 가족친화인증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l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
·�이숙정 l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토   론   · 최숙희 l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박성재 l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 박종서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15:30~17:30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 저출산 3

 좌   장   · 최진호 l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
·�김영주 l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저출산에 대응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천현숙 l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김학실 l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출산 고령화대응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
·�최정민 l 건국대학교 주거환경학과

 토   론   · 계봉오 l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박신영 l 한국도시연구소
· 김현아 l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 이해욱 l 우송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첫째날(17일)



Flamingo Hall

    09:30~10:00 등   록

10:00~12:00 저출산 현상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저출산 4   
 좌   장   · 장혜경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발   표   “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위한 논의”�
·김인춘 l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책”�
·�신경아 l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조영미 l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토   론   · 김은지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
· 유해미 l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
· 송다영 l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저출산 대응 법제적 접근 저출산 5

 좌   장   · 최준욱 l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

 발   표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방향”�
·허강무 l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
·정지선 l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저출산과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차별없는 유연근무제 도입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호근 l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 송헌재 l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 권재문 l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구미영 l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15:30~17:30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6

 좌   장   ·이삼식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발   표   “ 저출산의 정치경제학: 프랑스 제 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오경환 l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독일 가족정책의 쟁점과 변화” �
·�이진숙 l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
·�김진범 l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토   론   · 신윤정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정재훈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조영태 l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둘째날(18일)



10:00~12:00 인구고령화와 경제 고령화 1    
 좌   장   · 방하남 l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발   표   “ 인구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주요이슈 진단: 핵심노동력, 생산성, 세대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찬영 l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조주현 l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손은경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

 토   론   · 문외솔 l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박신영 l 한국도시연구소
· 서후석 l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과

12:00~13:30 오   찬

13:30~15:30  인구고령화와 산업 고령화 2

 좌   장   · 장석인 l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발   표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구양미 l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고령친화형 사회적기업연구” �
·박상하 l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본 고령자 동향과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 �
·�이미진 l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팀

 토   론   · 김신영 l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 박경하 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정보팀
· 최혜경 l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15:30~17:30 고령사회의 사회적 소외계층 고령화 3    
 좌   장   · 정경희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발   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영국고령화패널 분석” 
·�박현주 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자살극복 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희망과 절망의 역동에 관한 연구”
·�김유진 l 경북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권혁남 l 협성대학교 신학과

 토   론   · 박지영 l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염지혜 l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정순둘 l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령화

첫째날(17일)



10:00~12:00 인구고령화와 지역사회  고령화 4       
 좌   장   · 박경숙 l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발   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영성 l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정책을 중심으로”�
·김의준 l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 지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종원 l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 김동수 l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김양중 l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 서정섭 l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12:00~13:30 오   찬

13:30~15:30  인구고령화 대응 법제적 접근 고령화 5    
 좌   장   · 모선희 l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개발 연구: 올바른 정책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방안”
·�최환용 l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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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

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

면서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바

뀌었는지를 고찰한다. 또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

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

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

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에서 뿌리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

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

회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고 비용 

부담만 있고 혜택은 드물다.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

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

주요용어: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산업사회, 가부장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

송유미1)

1) 소속: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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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횡

적으로 바라본 기존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그 원인들을 단순히 나

열하거나, 또는 그 원인들에 따라 대책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원인들 가운

데 구조적인 원인과 비구조적인 원인을 구별하지 못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와 관련시켜 바라본

다면 구조적인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면 근본적인 대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1‧2차 기본계획과 같이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합

계출산율을 크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

의 자기 결정권 신장에 기인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

으로써 출산율 정책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전(前)산업사회, 산업사회, 탈(脫)산업

사회3) 세 시기로 나누고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족의 구조와 기

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찰한다.

또 탈산업사회에서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여기에 산업사회의 변화와 가부장제

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저출산이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이 1970년대와 80

3)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은 다니엘 벨(Daniel Bell)이 1973년 펴낸 ‘탈산업사회의 

도래(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의 사회변동의 일반도식에서 따온 것이다. 사회구조의 복

잡한 변화를 잘 표현해주는 장치의 하나이다. 여기서 탈산업사회란 2차산업(제조업)의 비중이 35%를 고

비로 점차 감소하고, 3차산업(서비스업)의 비중이 50%를 넘어 70%선에서 육박해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여기서 내용이해를 위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를 전산업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를 산업사회로, 현대 자본

주의 사회를 탈산업사회로 대체해 사용한다. 미국은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탈산업사회

로 들어섰다고 본다.

1.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 2011년 1.24명으로 낮아졌다. 2010년 프랑스 1.99, 스웨덴 1.98, 영국 

1.98, 미국 1.93 등 OECD 평균 1.74에 비하면 세계 최저수준이다. 그런데 이 수

치는 정부가 범정부적인 저출산정책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9월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저출산 고령사회위원

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

획)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5년간 4대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합

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06년 1.13, 2007년 1.26, 2008년 1.19, 2009년 1.15, 

2010년 1.23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

을 수립,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기

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1차 기본계획 수립당

시 자녀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곤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1차 기본계획의 

성과가 미비한 것은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보다 국민의 낮은 정책 체감도, 민간부

문 참여부족, 특정영역에 편중된 정책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0).

그러나 2차 기본계획이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1차 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2차 기본계획이 2015년 마무리 되어도 1차 기본계획과 

같이 합계출산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들과는 달

2)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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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횡

적으로 바라본 기존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그 원인들을 단순히 나

열하거나, 또는 그 원인들에 따라 대책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원인들 가운

데 구조적인 원인과 비구조적인 원인을 구별하지 못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

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와 관련시켜 바라본

다면 구조적인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면 근본적인 대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1‧2차 기본계획과 같이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나라 합

계출산율을 크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

의 자기 결정권 신장에 기인한다고 보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

으로써 출산율 정책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전(前)산업사회, 산업사회, 탈(脫)산업

사회3) 세 시기로 나누고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족의 구조와 기

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찰한다.

또 탈산업사회에서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여기에 산업사회의 변화와 가부장제

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2. 선행연구 분석

저출산이 선진국에서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들이 1970년대와 80

3) 자본주의의 시대적 흐름을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은 다니엘 벨(Daniel Bell)이 1973년 펴낸 ‘탈산업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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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락, 2011년 1.24명으로 낮아졌다. 2010년 프랑스 1.99, 스웨덴 1.98,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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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정부가 범정부적인 저출산정책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9월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저출산 고령사회위원

회를 설치했으며,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

획)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5년간 4대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합

계출산율은 2005년 1.08, 2006년 1.13, 2007년 1.26, 2008년 1.19, 2009년 1.15, 

2010년 1.23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

을 수립,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기

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산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1차 기본계획 수립당

시 자녀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곤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1차 기본계획의 

성과가 미비한 것은 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보다 국민의 낮은 정책 체감도, 민간부

문 참여부족, 특정영역에 편중된 정책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0).

그러나 2차 기본계획이 저출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1차 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2차 기본계획이 2015년 마무리 되어도 1차 기본계획과 

같이 합계출산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들과는 달

2)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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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상승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줄이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이란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기능 미

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일컫는다. 가치관의 변화란 결혼은 필
수가 아닌 선택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이라는 의식의 증가를 말한다. 이런 요
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혼연령 상승과 포기, 출산의 축소와 포기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김승권(2005)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양성불평등 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수준, 아동양육

과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흡,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 

양성불평등적 및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몰이해 및 정책부재, 과

도한 임신소모 및 불임 등으로 꼽고 있다.

전희경(2010)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가족정책적 요인, 가족 및 

개인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적 불안감을 제

시하고, 가족정책적 요인으로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를 들었으

며, 가족 및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자녀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이 저
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들 연구들은 설

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이므로 사회의 횡적 분면을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사회의 

역사적 흐름, 즉 종적 분면을 보지 못해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가족제도와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

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지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

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파악하여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

돼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저출산이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뿌리내린 

성별분업이란 제도적 걸림돌에 기인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년대에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결혼과 출산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쏟

아졌다. 

그중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이삼식 외, 2005)가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 학위논문을 비롯, 몇몇 연구들이 저출산의 

원인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관련 연구들(김승권, 2005; 한선영, 2006; 

배민환, 2007; 전희경, 2010)은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의 원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유사하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이 연구가 한

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개 표본가구 내 10,095가

구를 방문해 이중 8,48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
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이 연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하는데 중
요한 근간이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이 다양하고 복합적

이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및 고령 출산이 출산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고,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와 성분업적 역할관도 결혼 및 출산에 부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

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경

제적 환경변화(IMF외환위기, 남편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 무주택 등), 일-가정 양

립곤란(남편의 가사시간, 성분업적 역할강화, 부부간 가사노동 불공평 등), 노동시장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상승 등), 출산 

건강수준(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경험) 등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7: 411). 

이 연구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008년 펴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

인,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학적 원인이란 결혼 연



17

저
출

산
 대

응
 일

·
가

정
 양

립
의

 과
제

령이 상승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줄이는 경향 때문이라는 것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이란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기능 미

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을 일컫는다. 가치관의 변화란 결혼은 필
수가 아닌 선택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이라는 의식의 증가를 말한다. 이런 요
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혼연령 상승과 포기, 출산의 축소와 포기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김승권(2005)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양성불평등 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수준, 아동양육

과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흡,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 

양성불평등적 및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몰이해 및 정책부재, 과

도한 임신소모 및 불임 등으로 꼽고 있다.

전희경(2010)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 가족정책적 요인, 가족 및 

개인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참여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적 불안감을 제

시하고, 가족정책적 요인으로는 성공적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의 강화를 들었으

며, 가족 및 개인적 요인으로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자녀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부담의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이 저
출산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들 연구들은 설

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이므로 사회의 횡적 분면을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사회의 

역사적 흐름, 즉 종적 분면을 보지 못해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가족제도와 결혼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

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지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

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파악하여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관련

돼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저출산이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뿌리내린 

성별분업이란 제도적 걸림돌에 기인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년대에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들어 결혼과 출산 관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쏟

아졌다. 

그중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이삼식 외, 2005)가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 학위논문을 비롯, 몇몇 연구들이 저출산의 

원인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관련 연구들(김승권, 2005; 한선영, 2006; 

배민환, 2007; 전희경, 2010)은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의 원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유사하게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이 연구가 한

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0개 표본가구 내 10,095가

구를 방문해 이중 8,48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
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이 연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하는데 중
요한 근간이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이 다양하고 복합적

이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및 고령 출산이 출산수준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고,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와 성분업적 역할관도 결혼 및 출산에 부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명

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경

제적 환경변화(IMF외환위기, 남편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 무주택 등), 일-가정 양

립곤란(남편의 가사시간, 성분업적 역할강화, 부부간 가사노동 불공평 등), 노동시장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학력․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상승 등), 출산 

건강수준(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경험) 등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7: 411). 

이 연구 이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008년 펴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

인,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학적 원인이란 결혼 연



18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이때 가족은 사회제도로서 중국과 조선 등 동양에서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의 위계성을 들 수 있다. 남자인 아버지, 남편은 하늘에, 그리고 여자인 어

머니, 아내는 땅에 비유되어 여자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여자에게 삼종지

도와 정조가 강요되는 반면, 남자는 중혼 축첩 등의 특권을 누렸다. 재산처분권도 

최종결정권이 가장에게 있어 어느 가족구성원이든 임의로 처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엄격했다.

둘째 가족의 집합성을 들 수 있다. 가족제도의 경제적 존립기반이 가산(家産)이며 

이는 가장과 가족의 동거동재(同居同財)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가산을 분할하지 

않는 한 자손대대까지 계속되며 여러 세대가 함께 동거하게 된다. 가산을 분할하여 

별거한 경우에도 그에게 자손이 생기면 그 집안에서 동거동재가 성립하므로, 자산분

할에 의해서 대집단이 몇 개의 소집단의 동거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산은 가장의 관리권 아래 있으나, 모든 아들들 사이에 균분(均分)이 원

리였다.

셋째 가족의 영속성을 들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은 효의 원리를 기반으로 조상

숭배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아 제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계승이 가족생

활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가계 계승에는 적장자손에 의한 상속주의가 관철되고, 친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종족 내의 서열이 합당한 자를 입양하여 제사상속 및 가계 

상속자로 삼는다(이이효재, 2003).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전산업사회에 가족 내부의 지배원리 또는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로 정의한다. 막스 베버가 가부장제를 원시가산제의 개념으로 쓰고, 이것

이 확대된 지배체제를 가산제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가족관계를 지배

하는 체제를 가부장제로 정의한다(박성환, 1999; 박미해, 2010, 재인용). 가부장제

적 가족의 특성은 가족의 위계성, 집합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

서 가족의 위계성을연장자의 연하자 지배부부간의 엄격한 성별분업으로, 가

족의 영속성을가계계승제사상속으로 개념화한다. 가족의 집합성은 중국의 

가산상속에서 균분의 원리가 적용됐으나, 조선후기에는 장자 우대 상속이 적용됨에 

따라가산상속의 장자 우대상속으로 개념화한다.

또 탈산업사회에서 출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이

가 많은 가족과 아이가 적은 가족 그리고 아이가 없는 1인 가족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인적 자원을 생산하는 가족과 인적자원을 사용하는 기업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함을 밝히고자 한다.

3. 이론적 고찰

1.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가족 그리고 결혼

 1)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가족제도의 변화

(1) 전산업사회에서의 가족제도

전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였다. 이때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자, 물자4)와 인간의 생산

을 직접 수행하는 집단이었다. 공장이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는 가족과 분리될 수 없었고, 개인에게는 노동과 사생활의 분리도 있을 수 없었

다. 분업은 신분에 따른 분업과 가족 내의 분업으로 이루어졌고, 가족 내 분업의 지

배적인 형태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업,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성별분업 두 가지였다.

이는 모두 가장의 통솔 하에 수행되었다(조형, 1991). 가장권은 강력한 사적 권위로

서 지배층의 사회적 지배권과 함께 인정받았다. 친족제도와 신분제도는 물자 생산과 

인간 생산을 규제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가는 신분제도와 

친족제도를 기초로 개별 가족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가하고 그럼으로

써 엄격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전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직접 물자와 인간을 생산했

으며, 당시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사회기관이 맡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4) 물자란 본 연구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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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족은 사회제도로서 중국과 조선 등 동양에서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의 위계성을 들 수 있다. 남자인 아버지, 남편은 하늘에, 그리고 여자인 어

머니, 아내는 땅에 비유되어 여자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여자에게 삼종지

도와 정조가 강요되는 반면, 남자는 중혼 축첩 등의 특권을 누렸다. 재산처분권도 

최종결정권이 가장에게 있어 어느 가족구성원이든 임의로 처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엄격했다.

둘째 가족의 집합성을 들 수 있다. 가족제도의 경제적 존립기반이 가산(家産)이며 

이는 가장과 가족의 동거동재(同居同財)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된다. 가산을 분할하지 

않는 한 자손대대까지 계속되며 여러 세대가 함께 동거하게 된다. 가산을 분할하여 

별거한 경우에도 그에게 자손이 생기면 그 집안에서 동거동재가 성립하므로, 자산분

할에 의해서 대집단이 몇 개의 소집단의 동거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산은 가장의 관리권 아래 있으나, 모든 아들들 사이에 균분(均分)이 원

리였다.

셋째 가족의 영속성을 들 수 있다. 가부장제 가족은 효의 원리를 기반으로 조상

숭배를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삼아 제사를 통해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계승이 가족생

활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가계 계승에는 적장자손에 의한 상속주의가 관철되고, 친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종족 내의 서열이 합당한 자를 입양하여 제사상속 및 가계 

상속자로 삼는다(이이효재, 2003).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전산업사회에 가족 내부의 지배원리 또는 지배체제를 

가부장제로 정의한다. 막스 베버가 가부장제를 원시가산제의 개념으로 쓰고, 이것

이 확대된 지배체제를 가산제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가족관계를 지배

하는 체제를 가부장제로 정의한다(박성환, 1999; 박미해, 2010, 재인용). 가부장제

적 가족의 특성은 가족의 위계성, 집합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

서 가족의 위계성을연장자의 연하자 지배부부간의 엄격한 성별분업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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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탈산업사회에서 출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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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1.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가족 그리고 결혼

 1)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가족제도의 변화

(1) 전산업사회에서의 가족제도

전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농업중심의 자급자족 

경제였다. 이때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이자, 물자4)와 인간의 생산

을 직접 수행하는 집단이었다. 공장이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농업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는 가족과 분리될 수 없었고, 개인에게는 노동과 사생활의 분리도 있을 수 없었

다. 분업은 신분에 따른 분업과 가족 내의 분업으로 이루어졌고, 가족 내 분업의 지

배적인 형태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업,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성별분업 두 가지였다.

이는 모두 가장의 통솔 하에 수행되었다(조형, 1991). 가장권은 강력한 사적 권위로

서 지배층의 사회적 지배권과 함께 인정받았다. 친족제도와 신분제도는 물자 생산과 

인간 생산을 규제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국가는 신분제도와 

친족제도를 기초로 개별 가족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가하고 그럼으로

써 엄격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전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직접 물자와 인간을 생산했

으며, 당시 사회가 분화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사회기관이 맡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4) 물자란 본 연구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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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물자를 생산한다. 가족은 생

산요소를 판매하고 기업은 모든 물자를 생산하며 다시 가족은 그 물자를 구매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과 기업은 두 시장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물자 시장에서는 가계가 

구입자가 되고 기업이 판매자가 된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가족이 판매자가 되고 기

업이 구입자가 된다. 즉 기업이 물자를 생산하고, 가족은 물자를 소비한다. 경제의 

순환모형을 통해 우리는 가족과 기업 간에 이뤄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정치경제학(김형기, 2001)의 연구대상은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다. 이것은 자

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하

여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물자를 생산하는 생산양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

은 자본가에 노동력을 팔아 그 임금으로 생활수단을 구매하여 생활하고, 자본가는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류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물자를 생산하고, 가족이 물자를 소비한다. 노동자들이 비록 자

신의 노동으로 물자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지만, 그 생산물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기업

이 가진다.

정치경제학(김형기, 2001)에서는 기업을 뜻하는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자영 

농민, 자영 상인, 자영 전문직 등을 뜻하는개인적 사적 소유를 구분한다. 자본주

의적 사적소유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구매하고, 물자를 생산한 뒤 

물자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형태를 말하고, 개인적 사적 소유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물자를 생산하여 이윤을 남기는 형태를 말한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생산적이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비중이 늘어

가는 반면에 농민, 상인, 전문직 등의 비중은 줄어든다.    

여기서 정리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물자 생산의 주체이고, 가족은 물자 

소비의 주체이며, 물자 생산에서 배제된다. 대신 가족은 본질적인 기능인 인간을 출

산하고 양육하는 기능은 여전히 갖고 있다.

  

(2) 산업사회에서의 가족5)제도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인 전제들을 살펴보자. 주류경제학과 정치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자본주의를 다루기 때문에 공통적

인 기본틀이 존재한다.

먼저 주류경제학(Mankiw, 2001)이 경제의 구성원리를 표현한 경제순환모형도를 

살펴보자. 경제순환모형도는 시장을 통해 가족과 기업 간에 자금이 순환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형이다. 여기에서는 기업과 가족이라는 두 종류의 의사결정자가 

존재한다.

〔그림 1〕경제순환의 모형도

5)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가정, 가계의 경우 학문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지만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가족(Family)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가족(Family)은 혈연, 결

혼, 양자관계로 이뤄진 근친집단이고, 가정(Home)은 가족을 주체로 한 생활공동체로 가족의 환경을 포함

하므로 가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가계(Household)는 경제생활단위로서 보통 가족이나 가정이지만, 가

족이외의 사람과 소득과 소비를 공동으로 한다면 이 가족이외의 사람도 가계구성원으로 간주하므로 가족

과는 조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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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남녀 당사자 

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 당사자들이 사랑
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덧없는 것을 기반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결혼은 가문 간의 정치경제적 결합이었다. 이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가

문과 공동체들이 협동관계를 맺는데 기여한다는 점이다(Coonts, 2005).

조선시대 주자가례에 의한 혼인은 철저히 가부장적 유교질서를 앞세운 것이다. 배

우자를 정하고 혼인절차를 주관하는 주혼자는 조부모나 부모 등 근친존속이었다. 그 

주혼자의 결정권이 혼인의 합법성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었고, 만약 주혼자의 주관없

이 혼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화간율(和姦律)에 의해 처벌되고 혼인은 무효화되었다.

성적 매력이나 용모에 이끌려 결정하는 남녀상열혼(男女相悅婚)은 유교적 윤리관에

서 금기시했다(이이효재, 2003). 여기서 결혼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아예 

존재할 수 없었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결혼도 여성의 선택이 어느 정도 

허용됐다. 영국의 경우 1857년 이혼법이 제정되고 1882년 기혼여성재산법이 마련됐

다. 여성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고, 기혼여성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의 취득․영리․

처분을 스스로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유기호, 1982, p.23). 우리나라도 산

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결혼 선택권이 넓어졌다.

 3)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절묘한 결합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첫째, 물자의 생산기능을 기업에 넘겨주고, 물자의 소비기능

만을 맡고 있다. 재화를 소비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혼자라도 능히 가능하다. 둘째, 전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출산․양육이

란 본질적 기능을 맡고 있다.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적 영역 외에 가족 내 사적 

영역에서는 전산업사회에서 내려온 가부장제적 지배가 유효했다. 가족 내에서 인간

의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고, 성별분업에 기초한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3)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서히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

업이 생산의 주체로 떠오르고 도시화와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산업

화에 적합한 핵가족이 서서히 늘어나고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점차 사라졌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은 개인적 자아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가족이 생사와 고락

을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전통적 가족관이 희미해 졌다. 또 자녀들은 학업이나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흔해졌고, 직업도 분화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의 직업이 같은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

과 자격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었다. 결혼도 집안 간의 결합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

랑에 기초한 결합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으며(Coonts, 2005), 가족관계

도 부부관계가 더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 지배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가부장제가 가족 

내의 성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가족관계를 불평등적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고부갈등,

부부갈등 등을 유발했다. 하지만 남편이 생계를 도맡고 아내가 가사를 맡는 것이 이

상적인 성별분업이라고 보았으며, 대부분 여자들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맡아 가정 

내에 머물렀다.

인류학자 머독(Murdock, 1949)은 가족의 기능을 성적기능, 경제적 기능, 출산 

및 양육기능,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등 4가지 기능으로 요약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기업에, 교육 및 사회화기능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 넘겨주었다고 봤다. 자본주의

가 발달하고 사회가 분화될수록 가족이 맡은 기능들은 다른 사회기관에 넘겨주고,

성적 기능, 아이의 출산 및 양육기능만은 남았다고 봤다.

 2)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언급할 때 가장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결혼에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신장됐다는 점이다. 전산업사회 대부분 사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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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너무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남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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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됐다. 영국의 경우 1857년 이혼법이 제정되고 1882년 기혼여성재산법이 마련됐

다. 여성이 남편과 이혼할 수 있고, 기혼여성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의 취득․영리․

처분을 스스로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유기호, 1982, p.23). 우리나라도 산

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결혼 선택권이 넓어졌다.

 3)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절묘한 결합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첫째, 물자의 생산기능을 기업에 넘겨주고, 물자의 소비기능

만을 맡고 있다. 재화를 소비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혼자라도 능히 가능하다. 둘째, 전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출산․양육이

란 본질적 기능을 맡고 있다.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적 영역 외에 가족 내 사적 

영역에서는 전산업사회에서 내려온 가부장제적 지배가 유효했다. 가족 내에서 인간

의 출산과 양육이 이뤄지고, 성별분업에 기초한 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3)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서히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기

업이 생산의 주체로 떠오르고 도시화와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산업

화에 적합한 핵가족이 서서히 늘어나고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점차 사라졌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사람들은 개인적 자아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가족이 생사와 고락

을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전통적 가족관이 희미해 졌다. 또 자녀들은 학업이나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흔해졌고, 직업도 분화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

의 직업이 같은 경우가 드물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

과 자격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었다. 결혼도 집안 간의 결합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

랑에 기초한 결합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인 위치에 올랐으며(Coonts, 2005), 가족관계

도 부부관계가 더 중요시 되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가부장적 지배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가부장제가 가족 

내의 성억압 기제로 작동하고 가족관계를 불평등적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고부갈등,

부부갈등 등을 유발했다. 하지만 남편이 생계를 도맡고 아내가 가사를 맡는 것이 이

상적인 성별분업이라고 보았으며, 대부분 여자들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맡아 가정 

내에 머물렀다.

인류학자 머독(Murdock, 1949)은 가족의 기능을 성적기능, 경제적 기능, 출산 

및 양육기능, 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등 4가지 기능으로 요약하면서 경제적 기능은 

기업에, 교육 및 사회화기능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에 넘겨주었다고 봤다. 자본주의

가 발달하고 사회가 분화될수록 가족이 맡은 기능들은 다른 사회기관에 넘겨주고,

성적 기능, 아이의 출산 및 양육기능만은 남았다고 봤다.

 2)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언급할 때 가장 뚜렷한 변화 중의 하나는 

결혼에 있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신장됐다는 점이다. 전산업사회 대부분 사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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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복지 공약을 수립해 집권에 성공한다. 영국은 국민보험제도, 산업재해보험제

도,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체계를 확

립하고 본격적인 복지국가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스웨덴의 경우 영국보다 빠른 1930

년대에 복지국가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모델을 형성한다(정

원오, 2010).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영향을 받은 OECD 선진국들도 1950년대~1960년대 안

정적인 경제성장을 토대로 4대 사회보험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의 틀을 완성한다.

이때 선거의 주요이슈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차이에

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의 확대를 공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이때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지출이 1940년대에 15% 

정도였으나, 1970년대는 약 50%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고, 이 시기 그야말로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꽃피웠다.

우리나라도 산업사회가 확립되는 시기와 4대 사회보험이 완성되는 시기도 대체로 

일치한다. 1988년 국민연금법 시행,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시대 개막, 1997년 고용

보험법 제정 등이 이뤄졌다.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 7

월 시행됐다.

(2) 복지국가의 내용과 성격

OECD 선진국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 이루었

던 복지국가의 내용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들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지만, 공통점은 실업, 질병, 재해, 퇴직 등 네 가지 사회적 위험을 사회

보험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회보험은 특별한 계층이나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고 모

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성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해 

소득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사회보험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정한 사회보험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료와 보험급여수준도 미리 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에 기업은 집단적으로 분업 생산하며 자본주의 성장의 중심축을 이뤘다. 대신 

인간의 생산을 담당하는 영역에는 관심이 없다. 자본가들은 물자의 생산에만 관심을 

갖는다. 물자를 소비자에게 많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표에만 흥미를 

보인다.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경제학도 가족 영역을 비시장영역으로 보고, 1960년대 

선진국에서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산업사회에서 물자를 생산하는 공적 영역과 인간을 생산하는 사적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의존하며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서 물자 생산기능을 잃어버린 가족은 밖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소득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된다. 그래서 남자는 물자 생산에 참여해 생

계를 맡고, 여자는 인간의 출산과 양육은 물론 가사노동을 맡게 된다. 이같은 남녀 

분업은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1950년대, 우

리나라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보편적으로 자리잡는다. 남성은 경제적 활

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정에 머무는 역할분담이 강화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

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결혼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4) 산업사회로의 이행과 복지국가의 완성

(1) 복지국가 완성의 시기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게는 30~40년, 길게는 2세

기 이상 나라마다 다르게 걸렸듯이, 복지국가의 완성도 어떤 선진국은 짧은 시간에,

어떤 선진국은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OECD 선진국들이 산업사회로 

꽃을 피우는 시기와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춘 시기는 모두 1950년대와 1960년대로 

일치한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가 일어

나기까지 대략 30년을 잡는다.

1942년 영국에서 사회보험 실시와 국가부조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가 나오고, 1945년 노동당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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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회복지 공약을 수립해 집권에 성공한다. 영국은 국민보험제도, 산업재해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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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능
①재화․서비스의 생산

②자녀의 출산․양육
②자녀의 출산․양육

기업의 기능  - ①재화․서비스의 생산

가족의 대표유형 가부장적 대가족 부부중심의 핵가족

가족 내 분업 세대간 분업과 성별분업 성별분업

결혼의 의미
집안간의 

정치경제적 결합

사랑에 기초한 

당사자간의 결합

사회적 위험의 

부담 책임
가족 국가 또는 사회(사회보장제도)

당하는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사회에 들어 결혼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급격히 신장됐다. 결혼이 전통

적인 집안간의 결합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결합이란 인식이 확산되었

다. 전산업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 또는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고르고 혼인 절차

를 주관했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의 허락을 받더라도 최종적인 배우자 선택권은 

본인의 몫이었다. 가족의 대표유형도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모했다.

노후, 질병, 실업,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전산업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가족 구

성원끼리 서로 책임을 나누는 형태로 대응했다. 특히 자식은 가업을 잇는 상속자이

면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부양자였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국가 체제가 완성되

면서 사회적 위험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대응하는 사회보험체계가 확립되었

다. 이에 따라 노후, 질병, 실업, 재해 등에 대한 가족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산업사회에서 변화가 나타나지만, 후기산업사회에 들어 더욱 뚜렷하게 변화

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노인문제, 이혼문제, 제사문제 등. 자식에 대한 인

식변화는 1960년대~198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에 묻혀 감지하기 힘들지만, 2000년

들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표 1>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이행으로 가족의 변화

이들 복지국가의 기본구조는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완전고용-평등한 임금를 보장하는 선에서 완

성되었다. 저숙련 내지 반숙련 산업노동자 즉평균적인 생산노동자들이 안정적으

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하부구조를 토대로,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주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설계되고 운용되었다. 따라서 복

지국가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4대 사회보험체계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성노동

자의 노동력 상실이란 네 가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위해 마련되었다. 대신 가족 

내 노인과 아동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은 주로 주부들이 금전

적 보상을 받지 않은 채 수행했다.

요즘 어느 정도 활성화된 사회서비스나 출산휴가, 주간보호 같은 여성 친화적 프

로그램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다. 대체로 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경우 일자

리를 떠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가정했다. 모든 가족복지는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당시로선 노동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주부라는 형태로 가족이 안정화된다면, 복지국가는 영원히 지속될 것

으로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5) 소결

사회가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했다는 말은 근대화가 이뤄지고 산업의 중

심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는 등 사회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수많

은 사회변동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먼저 산업사회에서 기업은 물자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자, 사

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신 가족은 물자를 소비하는 주체로, 전기산업사회

에서 맡았던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소비는 가족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가

진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므로 가족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족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본질적 기능에는 시대의 변화에도 변함이 없

다. 가족 내에서 여성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 등 담당하고,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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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신고자 비중 35.5% 38.2% 39.1% 40.3% 40.2%
여성신고자 수  80.7 104.0 119.7 143.8 142.8
종합소득금액 113,697 144,868 178,951 201,334 218,805

여성의 사회진출을 또 다른 지표가 여성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중이다. 2009년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 355만명 가운데 여성이 142만명 8000명으로 전체에서 

40%를 넘어섰다. 2008년보다 1만여명 줄었지만, 2년 연속 40%대를 이어갔다. 이

는 의사, 변호사, 금융업 종사자등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3> 연도별 여성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만명, 억원)

자료: 국세청 2011년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재미있는 것은 200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여성 143만 8

천명 중 배우자 공제를 받은 남성이 26만2천명으로, 여성 사장 100명당 남편 18명

이 사실상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우자인 남성이 배

우자 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남성이 1년간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성이 212만6천명가운데 배우자 공제

를 받은 여성이 109만6천명으로, 남성 사장 100명당 배우자 51.6명이 가정주부이지

만 48.4명이 어떤 형태로든 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파워를 입증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급증했다.

사법시험의 여성합격자가 꾸준히 늘어 2010년에는 41.5%에 이르렀고, 한해 2천~3

천명을 선발하는 9급 공무원과 250명 내외를 선발하는 행정고시에는 전체 절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한해 30~40명을 선발해 경쟁이 치열한 외무고시의 경우 2007

년 67.7%를 차지해 여풍(女風)이 가장 거센 분야이다. 매년 이렇게 여성의 공무원 

합격율이 높다보니, 2010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 98만7천여명 가운데 41만2천여명

이 여성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여풍의 기세는 더욱 몰아칠 것으

구분＼연도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42.8 47.0 48.6 50.0 50.2 50.1 49.9 49.0 49.2

대졸이상 46.6 57.2 60.7 62.9 64.3 64.3 63.9 62.8 62.9

2. 탈산업사회와 여성의 사회진출

 1)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시대적 변화

(1) 서비스노동과 여성의 사회진출 현황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꿈꿀 여유를 주지 않았지만, 탈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다. 산업사회가 아니라 탈산업사

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뚜렷하게 된 원인은서비스노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사회는 제조업에서 육체노동이 지배적이었다면, 탈산업사회는 서비스노동이 지

배적이었다. 서비스노동은 여성과 굉장한 친화력을 보인다. 오늘날은 육체적인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산업사회에서 중시되던 기계를 다루는 기술보다 대인관계의 기

술이 더 요구하고 있다. 여성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남성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

다. 탈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의 체력보다는 여성의 감성과 관계능력이 더 필요하게 되

었다. 명령 지시 통제 등 남성적인 조직문화도 소통 협력 조언 등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여주는 현황 자료는 사방에 널려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탈산업사회를 1990년대 후반부터로 보

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산업사회 시기부터 늘었으며, 2005년 이후 다소 주

춤하고 있을 뿐 전체 50% 육박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들의 경우 

60%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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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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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탈산업사회를 1990년대 후반부터로 보

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산업사회 시기부터 늘었으며, 2005년 이후 다소 주

춤하고 있을 뿐 전체 50% 육박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여성들의 경우 

60%를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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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의 발달: 가전제품의 도입과 먹는 피임약의 발명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이 속속 출

연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켰고 가사노동의 수행방식 및 양과 질을 바꾸었다.

가전제품은 1960년대 주로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전기는 1969년 전체 가구의 40%, 1975년에 90%로 보급되었다.

1975년 전기시설이 거의 갖추어진 이후, 주택용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고, 전기밥솥 

전기밥통 전기후라이팬과 같은 취사용 전기기구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상수도는 1909년 처음 설치됐지만, 보급률이 1980년을 전후에 절반을 넘었다. 세

탁기는 1975년 겨우 1.0% 보급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1991년 전체 가구의 86.0%

가 마련해 상수도보급률 81.2%를 오히려 앞질렀다. 세탁기가 늦게 보급됐지만, 세탁

기로 인한 가사노동의 시간절약과 노동절약 효과가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스레인

지, 전기오븐, 커피 포트, 냉장고, 전기다리미도 보급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였다(김성희, 1996). 

특히 과학기술 가운데 피임약의 개발은 ‘피임혁명’이라 불릴 만큼 여성의 삶의 변

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0년 먹는 피임약에노비드가 미국 식품의약안정

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섹스와 임신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섹스와 출산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미혼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때 혼전성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고,

기혼 여성들은 더욱 직장 일에 매진하면서 아이의 출산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Coonts, 2005).

(3) 법적 제도적 양성평등의 실현

우리나라 가족법은 해방이후 일본 민법과 조선의 관습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

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 전근대적인 모습을 탈피한 현대

적인 가족법이 되었다. 이로써 형식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

구분＼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여성 25.3 22.2 31.9 65.4 83.5 82.4 80.5 75.0
남성 24.2 23.9 33.3 70.4 84.0 81.6 77.6 70.2

전체 학생 26.9 27.2 33.2 68.0 83.8 81.9 79.0 72.5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행정고시 44.6 49.0 51.2 46.7 47.7 38.8
외무고시 36.0 67.7 65.7 48.8 60.0 55.2
사법고시 37.7 35.0 38.0 35.6 41.5 37.3

7급 공무원 25.4 33.1 32.7 38.3 37.0 37.0
9급 공무원 47.5 45.5 45.0 46.8 43.3 41.1

로 보인다.

<표 4> 여성의 공무원 합격자 비율                                        

(단위: %)

자료:행정안전부,「행정자치통계연보」,www.gosi.kr, 각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 변

화를 폭넓게 감지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10년 현재 의

사 22.6%, 치과의사 25.3%, 한의사 16.9%로 계속 늘고 있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약사도 6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초·중·고 각 학교 급별로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2011년 현재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로 여교사가 이미 오래전

에 학교를 장악했고 고등학교도 46.2%에 달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전임교원도 

21.7%가 여성이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과도 관계가 

깊다. 1990년 이후 탈산업사회로 들어선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늘어 2008년 

83.5%까지 올랐으며, 2009년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뒤 남성과의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다.

<표 5> 고등학교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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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의 발달: 가전제품의 도입과 먹는 피임약의 발명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가전제품이 속속 출

연했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켰고 가사노동의 수행방식 및 양과 질을 바꾸었다.

가전제품은 1960년대 주로 개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전기는 1969년 전체 가구의 40%, 1975년에 90%로 보급되었다.

1975년 전기시설이 거의 갖추어진 이후, 주택용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고, 전기밥솥 

전기밥통 전기후라이팬과 같은 취사용 전기기구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상수도는 1909년 처음 설치됐지만, 보급률이 1980년을 전후에 절반을 넘었다. 세

탁기는 1975년 겨우 1.0% 보급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1991년 전체 가구의 86.0%

가 마련해 상수도보급률 81.2%를 오히려 앞질렀다. 세탁기가 늦게 보급됐지만, 세탁

기로 인한 가사노동의 시간절약과 노동절약 효과가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스레인

지, 전기오븐, 커피 포트, 냉장고, 전기다리미도 보급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였다(김성희, 1996). 

특히 과학기술 가운데 피임약의 개발은 ‘피임혁명’이라 불릴 만큼 여성의 삶의 변

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0년 먹는 피임약에노비드가 미국 식품의약안정

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섹스와 임신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을 

받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섹스와 출산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미혼여성이 사랑에 빠졌을 때 혼전성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됐고,

기혼 여성들은 더욱 직장 일에 매진하면서 아이의 출산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Coonts, 2005).

(3) 법적 제도적 양성평등의 실현

우리나라 가족법은 해방이후 일본 민법과 조선의 관습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

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 들어 전근대적인 모습을 탈피한 현대

적인 가족법이 되었다. 이로써 형식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

구분＼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8 2009 2010 2011
여성 25.3 22.2 31.9 65.4 83.5 82.4 80.5 75.0
남성 24.2 23.9 33.3 70.4 84.0 81.6 77.6 70.2

전체 학생 26.9 27.2 33.2 68.0 83.8 81.9 79.0 72.5

구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행정고시 44.6 49.0 51.2 46.7 47.7 38.8
외무고시 36.0 67.7 65.7 48.8 60.0 55.2
사법고시 37.7 35.0 38.0 35.6 41.5 37.3

7급 공무원 25.4 33.1 32.7 38.3 37.0 37.0
9급 공무원 47.5 45.5 45.0 46.8 43.3 41.1

로 보인다.

<표 4> 여성의 공무원 합격자 비율                                        

(단위: %)

자료:행정안전부,「행정자치통계연보」,www.gosi.kr, 각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의 사회진출 변

화를 폭넓게 감지할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10년 현재 의

사 22.6%, 치과의사 25.3%, 한의사 16.9%로 계속 늘고 있고, 전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던 약사도 6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초·중·고 각 학교 급별로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2011년 현재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로 여교사가 이미 오래전

에 학교를 장악했고 고등학교도 46.2%에 달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전임교원도 

21.7%가 여성이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과도 관계가 

깊다. 1990년 이후 탈산업사회로 들어선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늘어 2008년 

83.5%까지 올랐으며, 2009년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뒤 남성과의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다.

<표 5> 고등학교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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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정년차별소송을 계기로 1987년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 제정되면서 남녀평등의 제도화가 계속 추진되었다. 전화교환원 K씨는 여성

이 절대다수인 교환원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 낮은 43세로 단축하는 단

서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공사로부터 정년퇴직발령을 받았다. K

씨는 이러한 정년퇴직조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남녀평등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하며 1983년 1월 소송을 제기, 1988년 대법원으로부터 여성 차별에 해당될 수 있

다는 판결을 받고 1989년 원직에 복직했다. 공사는 이후 교환원 정년을 53세로 높

였다(김엘림,2011).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공직진출이 급격히 늘었다.

1989년 6월 성별로 분리하여 채용해오던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2조 규정이 폐지

되고, 1993년에는 총무처가 채용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차

별을 금지하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시행되었다. 특히 1999년 12월말 헌법재

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으로 여성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급격히 늘었다.이외 고용, 복지, 교육, 미디어 등의 관련 법에 남녀차별을 금

지하는 조항이 속속 신설되었다(김엘림,2011)

 2) 붕괴되고 있는 가부장제 가족

탈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가부장제 가족에서 보였던 가족구조나 가족관계가 변하

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부장

제 가족의 특성 가운데 가족의 위계성을 개념화한  ‘연장자의 연하자 지배’, 가족의 

영속성을 개념화한 ‘가계계승’ ‘제자상속’, 가족의 집합성을 개념화한 ‘가산상속의 

장자우대상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1인 

가족이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이혼가족과 재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노후보

장의 ‘생산재’였던 자식은 이제 ‘고비용 소비재’로 바뀌었고, 전통적인 상하관계였던 

고부관계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사형태도 

오늘날 흐름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이 사라졌다고 과언이 아니다.

2005년에는 남녀평등에 반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온 호주제(戶主制)
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2005년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2007년 혼인적령이 남자 18세이

상, 여자 16세이상에서 남녀모두 18세이상으로 변경되어 남녀차이가 해소되었다. 자

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례도 늘어났다(김엘림, 2011). 

상속제도는 일찍이 변화를 겪었다. 재산 상속은 원래 제사의 상속과 관련이 깊다.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자식들이 유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 이전에는 관습법상 장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배우자만 상속분이 1.5이고,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관계없이 모두 상속분 1로서 균일하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서 자녀의 완전균분화와 

부부차별 해소가 이루어졌다.    

또 남성중심의 혈족제도를 대표해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제도에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고,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

법원 판례가 나왔다. 종중은 공동의 선조를 모시기 위하여 후손들이 조직한 단체인

데, 판례는 오래전부터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해 왔

다. 그러나 선조를 모시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외에도 민법

은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란 기준에 따라 발달해 왔다(전경근, 2009).

사회에서도 여성은 취업과 직장생활을 할 때, 가부장제에 의한 전통적 성별분업관

과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법칙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에다 경쟁에 시달리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으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

하더라도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달성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고용분야에 성차별이 상당부분 해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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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정년차별소송을 계기로 1987년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 제정되면서 남녀평등의 제도화가 계속 추진되었다. 전화교환원 K씨는 여성

이 절대다수인 교환원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 낮은 43세로 단축하는 단

서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공사로부터 정년퇴직발령을 받았다. K

씨는 이러한 정년퇴직조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남녀평등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하며 1983년 1월 소송을 제기, 1988년 대법원으로부터 여성 차별에 해당될 수 있

다는 판결을 받고 1989년 원직에 복직했다. 공사는 이후 교환원 정년을 53세로 높

였다(김엘림,2011).

1980년 후반부터 1990년대에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공직진출이 급격히 늘었다.

1989년 6월 성별로 분리하여 채용해오던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제2조 규정이 폐지

되고, 1993년에는 총무처가 채용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차

별을 금지하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 시행되었다. 특히 1999년 12월말 헌법재

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으로 여성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 공직

진출이 급격히 늘었다.이외 고용, 복지, 교육, 미디어 등의 관련 법에 남녀차별을 금

지하는 조항이 속속 신설되었다(김엘림,2011)

 2) 붕괴되고 있는 가부장제 가족

탈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가부장제 가족에서 보였던 가족구조나 가족관계가 변하

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부장

제 가족의 특성 가운데 가족의 위계성을 개념화한  ‘연장자의 연하자 지배’, 가족의 

영속성을 개념화한 ‘가계계승’ ‘제자상속’, 가족의 집합성을 개념화한 ‘가산상속의 

장자우대상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1인 

가족이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이혼가족과 재혼가족도 급증하고 있다. 노후보

장의 ‘생산재’였던 자식은 이제 ‘고비용 소비재’로 바뀌었고, 전통적인 상하관계였던 

고부관계도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사형태도 

오늘날 흐름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이 사라졌다고 과언이 아니다.

2005년에는 남녀평등에 반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어온 호주제(戶主制)
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있다.

동성동본금혼제는 2005년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2007년 혼인적령이 남자 18세이

상, 여자 16세이상에서 남녀모두 18세이상으로 변경되어 남녀차이가 해소되었다. 자

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례도 늘어났다(김엘림, 2011). 

상속제도는 일찍이 변화를 겪었다. 재산 상속은 원래 제사의 상속과 관련이 깊다.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자식들이 유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 이전에는 관습법상 장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배우자만 상속분이 1.5이고,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관계없이 모두 상속분 1로서 균일하다. 그래서 재산 상속에서 자녀의 완전균분화와 

부부차별 해소가 이루어졌다.    

또 남성중심의 혈족제도를 대표해 종중 또는 문중이라는 제도에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고,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

법원 판례가 나왔다. 종중은 공동의 선조를 모시기 위하여 후손들이 조직한 단체인

데, 판례는 오래전부터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해 왔

다. 그러나 선조를 모시는데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외에도 민법

은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란 기준에 따라 발달해 왔다(전경근, 2009).

사회에서도 여성은 취업과 직장생활을 할 때, 가부장제에 의한 전통적 성별분업관

과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법칙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에다 경쟁에 시달리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으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

하더라도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달성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고용분야에 성차별이 상당부분 해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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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82 387.4 9.9 26.1 0.7

1985 384.7 9.4 38.2 0.9

1990 399.3 9.3 45.7 1.1

1995 398.5 8.7 68.3 1.5

2000 332.1 7.0 119.5 2.5

2005 314.3 6.5 128.0 2.6

2010 326.1 6.5 116.9 2.4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산업사회 이후 결혼이 사랑을 기초로 한 당사자 

간 결합이란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혼인은 이혼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20대,

30대 여성의 이혼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이혼은 ‘보다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40대 50대 중년

이후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곽배희, 2001).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은 대체로 남편의 부정

행위, 배우자 학대,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등이다. 고부관계나 시집과의 불화도 원

인이다.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이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관습과 제도를 더 이상 무조건 수용하지 않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가부장제 

결혼관과 남성의 권위를 당연시하여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으며, 더욱이 자녀와 가

족의 안정을 위해 참고 사는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 7> 혼인율과 이혼율 

                                                    (단위: 천건수 ‰)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2010. 통계청

 * 참고: 조혼인율은 인구1000당 혼인건수이며, 조이혼율은 인구1000명당 이혼건수.

연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인가구 6.9 9.0 12.7 15.5 20.0 23.9

(1) 늘어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403만 9천가구로 전체의 23.9%를 차지한다.

혼자 사는 것이 삶의 한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증가는 미혼자들

에 의한 단독가구 구성에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일생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단독가구가 뚜렷하게 우리 가구 형태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표 6> 1인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의 일반화는 산업사회의 핵가족에서 탈산업사회의 소핵가족으로 변모

하며 가족 기능의 쇠퇴와 가족 유대의 약화를 설명해주는 증거로도 쓰인다. 소핵가

족이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니라, 부부만 살거나, 한부모와 자녀

만 있는 가정, 1인 가구 등을 의미하는데, 1인가구는 소핵가족 가운데 가장 작은 단

위로 개인 그 자체이다. 그래서 전통가족이 지녔던 가부장제 5가지 특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농경사회의 확대가족이나 산업사회의 핵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 윤

리와 가족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늘어나는 이혼가족, 재혼가족

전산업사회에서 이혼은 드물었고, 남편에게 예속된 여성으로선 엄두를 내지 못했

다.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이 용납되지 않았으며, 동양에서는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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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1982 387.4 9.9 26.1 0.7

1985 384.7 9.4 38.2 0.9

1990 399.3 9.3 45.7 1.1

1995 398.5 8.7 68.3 1.5

2000 332.1 7.0 119.5 2.5

2005 314.3 6.5 128.0 2.6

2010 326.1 6.5 116.9 2.4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산업사회 이후 결혼이 사랑을 기초로 한 당사자 

간 결합이란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혼인은 이혼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20대,

30대 여성의 이혼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이혼은 ‘보다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라면, 40대 50대 중년

이후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이상 불행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곽배희, 2001).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은 대체로 남편의 부정

행위, 배우자 학대,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등이다. 고부관계나 시집과의 불화도 원

인이다.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이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관습과 제도를 더 이상 무조건 수용하지 않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요즘 여성들은 가부장제 

결혼관과 남성의 권위를 당연시하여 참고 견디려고 하지 않으며, 더욱이 자녀와 가

족의 안정을 위해 참고 사는 강요된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 7> 혼인율과 이혼율 

                                                    (단위: 천건수 ‰)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2010. 통계청

 * 참고: 조혼인율은 인구1000당 혼인건수이며, 조이혼율은 인구1000명당 이혼건수.

연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인가구 6.9 9.0 12.7 15.5 20.0 23.9

(1) 늘어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0년 현재 403만 9천가구로 전체의 23.9%를 차지한다.

혼자 사는 것이 삶의 한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증가는 미혼자들

에 의한 단독가구 구성에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일생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단독가구가 뚜렷하게 우리 가구 형태의 한 특성으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표 6> 1인 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의 일반화는 산업사회의 핵가족에서 탈산업사회의 소핵가족으로 변모

하며 가족 기능의 쇠퇴와 가족 유대의 약화를 설명해주는 증거로도 쓰인다. 소핵가

족이란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아니라, 부부만 살거나, 한부모와 자녀

만 있는 가정, 1인 가구 등을 의미하는데, 1인가구는 소핵가족 가운데 가장 작은 단

위로 개인 그 자체이다. 그래서 전통가족이 지녔던 가부장제 5가지 특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농경사회의 확대가족이나 산업사회의 핵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 윤

리와 가족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늘어나는 이혼가족, 재혼가족

전산업사회에서 이혼은 드물었고, 남편에게 예속된 여성으로선 엄두를 내지 못했

다.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이 용납되지 않았으며, 동양에서는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에 의한 일방적인 이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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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Easterlin(1975)은 부모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

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가 내구소비재와 같이 효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게 될 때에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후에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추락하는 시어머니의 권위

전산업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하 주종관계로, 며느리는 연하자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시집살이를 거쳐야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졌

다. 그러나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를 거칠수록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가족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순종과 인내로써 유지되어온 전통적 

고부관계가 고부갈등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를 당하던 불리한 입장에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리한 입장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최재석, 1977).

그 변화요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독립을 들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세대별, 성별, 연령별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유교적 가족윤리가 힘을 잃어감에 따라 시

어머니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전통사회에

서 존경받던 노인의 지식이나 생활경험이 점차 그 필요성을 잃어 단순 가사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은 며느리는 사회진출을 하게 

되거나 가사주도권을 쥐게 되어 상대적으로 지위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

족가치관을 가진 시어머니와 현대의 부부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며느리 사이에 가치관

의 차이, 손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최명옥, 2005).

또 자녀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들 수 있다. 전산업사회에서 상속된 가산을 중심으

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산업사회에서 가족밖에서 수입을 가져오므로 자녀세대의 

(3) 점점 값비싼 소비재, 자녀.

오늘날 가족 내에서 자식의 기능이 경제학적으로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뀌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분담하고 계승함을 동시에 

마지막에는 노부모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생산재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되고, 가업의 분담과 계승이란 생각이 

사라졌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신의 노후 부양에 있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져 갔다. 다시 말하면 자식의 가치로서가정이 밝아진다라

고 생각하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후에 기댈 곳기업 가명 재산을 물려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소비재로서의 의미가 강해지

고 있다(다까하시 마리꼬, 2010).

오늘날 중매결혼이 종언을 고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사돈과 동맹을 맺어 이득을 

취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

는다. 게다가 아들이나 딸이 가업에 뛰어드는 드문 예를 제외하면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작업기술이 가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쓰이는 것

뿐이다.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노년에 부양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제도를 통해 노후 부양을 받는다.

김승권(2011)이 발표한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

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1인당 2억 6천만원

의 거금이 든다고 한다. 2명을 키우는데 5억원이 든다.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한다

면 굉장히 수지에 맞지 않는 값비싼 소비재이다.

시카고 학파의 Gary Becker(1982)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소비재의 수요분석이론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고, 부모는 주어진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녀의 수를 선택하는 소비자로 보고 분석했다. Becker는 ‘자녀

의 수와 질에 관한 모형’을 통해 저개발국가에서 부유한 가족은 가난한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부유한 가족이 가난한 가족보다 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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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Easterlin(1975)은 부모가 주어진 제약조건하에서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

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하고 

자녀가 내구소비재와 같이 효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출산을 결정하게 될 때에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후에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추락하는 시어머니의 권위

전산업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하 주종관계로, 며느리는 연하자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시집살이를 거쳐야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졌

다. 그러나 산업사회, 탈산업사회를 거칠수록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가족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순종과 인내로써 유지되어온 전통적 

고부관계가 고부갈등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를 당하던 불리한 입장에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리한 입장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최재석, 1977).

그 변화요인으로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독립을 들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는 

세대별, 성별, 연령별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유교적 가족윤리가 힘을 잃어감에 따라 시

어머니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전통사회에

서 존경받던 노인의 지식이나 생활경험이 점차 그 필요성을 잃어 단순 가사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은 며느리는 사회진출을 하게 

되거나 가사주도권을 쥐게 되어 상대적으로 지위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

족가치관을 가진 시어머니와 현대의 부부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며느리 사이에 가치관

의 차이, 손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최명옥, 2005).

또 자녀세대의 경제적 독립을 들 수 있다. 전산업사회에서 상속된 가산을 중심으

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산업사회에서 가족밖에서 수입을 가져오므로 자녀세대의 

(3) 점점 값비싼 소비재, 자녀.

오늘날 가족 내에서 자식의 기능이 경제학적으로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뀌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분담하고 계승함을 동시에 

마지막에는 노부모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생산재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되고, 가업의 분담과 계승이란 생각이 

사라졌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신의 노후 부양에 있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져 갔다. 다시 말하면 자식의 가치로서가정이 밝아진다라

고 생각하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후에 기댈 곳기업 가명 재산을 물려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소비재로서의 의미가 강해지

고 있다(다까하시 마리꼬, 2010).

오늘날 중매결혼이 종언을 고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사돈과 동맹을 맺어 이득을 

취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

는다. 게다가 아들이나 딸이 가업에 뛰어드는 드문 예를 제외하면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작업기술이 가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를 위해 쓰이는 것

뿐이다.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노년에 부양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제도를 통해 노후 부양을 받는다.

김승권(2011)이 발표한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

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1인당 2억 6천만원

의 거금이 든다고 한다. 2명을 키우는데 5억원이 든다.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한다

면 굉장히 수지에 맞지 않는 값비싼 소비재이다.

시카고 학파의 Gary Becker(1982)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소비재의 수요분석이론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고, 부모는 주어진 자녀의 가격과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녀의 수를 선택하는 소비자로 보고 분석했다. Becker는 ‘자녀

의 수와 질에 관한 모형’을 통해 저개발국가에서 부유한 가족은 가난한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부유한 가족이 가난한 가족보다 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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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조상을 추모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혼령이 언제 오고 언제 돌아가느냐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제사 참여자들이 오고가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윤회봉사의 도입이다. 요즘 예전처럼 4대 봉사를 하는 집안도 그리 많지 않

지만, 사실 혼자서 그 많은 차례와 기제사를 다 지내기란 쉽지 않다. 조선 중기까지

만 해도 큰아들이 제사를 전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후기 성리학이 사회 구석구

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계중심의 종법질서가 확고해지고, 재산이 균등상속에서 

차등상속으로 장남 단독봉사로 변화되었다. 제사상속은 재산상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속법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등상속에서 균등상속으로 바뀌

었다. 그런데도 제사만은 여전히 장자의 의무라고 여긴다. 지차들은 아예 제사를 맡

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면서 이같은 장자 우선 제사관행에 대해 

점차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는 방식을 행하는 집안이 늘고 있다. 이는 제사를 주

관하고 준비하는 맏며느리의 불만이 가장 크다.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균등상속인데,

제사만 장남이 가져가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정종수, 2010).

 3) 흔들림 없는 가부장제

탈산업사회를 맞이해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서서히 붕괴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

나,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에 걸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별분업은 굳건하게 힘을 발

휘하고 있다. 가부장제 가족의 특성 가운데 가족의 위계성을 개념화한 부부간의 

엄격한 성별분업이 그것이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사고방식이 탈산업

사회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분업이 미치는 영역을 가정 내 생활의 영역과 가정 밖 노동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고가 특히 남성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와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가는 데 

거주단위 및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함은 물론,

무조건 복종하려는 태도를 약화시키므로 갈등의 표면화를 도우고 있다. 이같은 시어

머니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은 가부장권 즉 남편의 권위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5) 제사의 간소화

오늘날에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지내려는 경향이 뚜렷

해 제사의 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봉사대수의 변화와 모듬제사(합제)

의 등장, 둘째 제사장소 및 제사시간의 변화, 셋째 윤회봉사의 도입, 넷째 제물의 간

소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봉사대수의 변화와 모듬제사의 등장은 봉사대수를 줄여 제사를 지내거나 아

예 여러 봉사대수의 기제를 한날로 고정해 한 번에 지내는 경향을 말한다. 관습적으

로 4대 봉사를 당연시하지만,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야한다는 법은 없다. 조선중기 

주자가례를 도입한 사림이 4대봉사를 시행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 조선 말기에는 

일반서민들까지도 4대 봉사를 하였다. 4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놈의 소리

를 들어야했다.

하지만 최근 부모세대의 죽음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제사에 대한 관념이 약화

되면서 제사대수를 강등하거나 증조부 이상의 기제사는 아예 묘제로 올려서 지내는 

경우도 늘어났다. 또 봉사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따로따로 지내는 기제를 한날로 

정해 한 번에 지내는 합제를 지내는 경우도 2000년대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제사 장소와 기제의 제사 시간에 대한 변화이다. 기제의 경우 아파트 거실

에서 지내고, 묘제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날짜를 하되 공

휴일도 정해 지내지만, 차츰 줄고 있는 실정이다. 기제에서는 제사지내는 시간이 빨

라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기제는 보통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

11:00~01:00)나 새벽 3~4시 경 닭이 울기전에 지내는데, 이를 앞당겨 저녁 8시에

서 10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귀신에 대한 관념 변화와

도 무관하지 않다. 제사 때 실제 귀신이 와 제삿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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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조상을 추모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혼령이 언제 오고 언제 돌아가느냐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제사 참여자들이 오고가기에 편리한 시간대를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윤회봉사의 도입이다. 요즘 예전처럼 4대 봉사를 하는 집안도 그리 많지 않

지만, 사실 혼자서 그 많은 차례와 기제사를 다 지내기란 쉽지 않다. 조선 중기까지

만 해도 큰아들이 제사를 전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후기 성리학이 사회 구석구

석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부계중심의 종법질서가 확고해지고, 재산이 균등상속에서 

차등상속으로 장남 단독봉사로 변화되었다. 제사상속은 재산상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속법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등상속에서 균등상속으로 바뀌

었다. 그런데도 제사만은 여전히 장자의 의무라고 여긴다. 지차들은 아예 제사를 맡

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면서 이같은 장자 우선 제사관행에 대해 

점차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는 방식을 행하는 집안이 늘고 있다. 이는 제사를 주

관하고 준비하는 맏며느리의 불만이 가장 크다.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균등상속인데,

제사만 장남이 가져가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정종수, 2010).

 3) 흔들림 없는 가부장제

탈산업사회를 맞이해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서서히 붕괴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

나,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에 걸쳐 뿌리깊게 남아있는 성별분업은 굳건하게 힘을 발

휘하고 있다. 가부장제 가족의 특성 가운데 가족의 위계성을 개념화한 부부간의 

엄격한 성별분업이 그것이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사고방식이 탈산업

사회에 필요한 행동양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분업이 미치는 영역을 가정 내 생활의 영역과 가정 밖 노동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고가 특히 남성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육아와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가는 데 

거주단위 및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함은 물론,

무조건 복종하려는 태도를 약화시키므로 갈등의 표면화를 도우고 있다. 이같은 시어

머니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은 가부장권 즉 남편의 권위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5) 제사의 간소화

오늘날에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사를 지내려는 경향이 뚜렷

해 제사의 간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첫째 봉사대수의 변화와 모듬제사(합제)

의 등장, 둘째 제사장소 및 제사시간의 변화, 셋째 윤회봉사의 도입, 넷째 제물의 간

소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봉사대수의 변화와 모듬제사의 등장은 봉사대수를 줄여 제사를 지내거나 아

예 여러 봉사대수의 기제를 한날로 고정해 한 번에 지내는 경향을 말한다. 관습적으

로 4대 봉사를 당연시하지만,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야한다는 법은 없다. 조선중기 

주자가례를 도입한 사림이 4대봉사를 시행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 조선 말기에는 

일반서민들까지도 4대 봉사를 하였다. 4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놈의 소리

를 들어야했다.

하지만 최근 부모세대의 죽음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제사에 대한 관념이 약화

되면서 제사대수를 강등하거나 증조부 이상의 기제사는 아예 묘제로 올려서 지내는 

경우도 늘어났다. 또 봉사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따로따로 지내는 기제를 한날로 

정해 한 번에 지내는 합제를 지내는 경우도 2000년대 들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제사 장소와 기제의 제사 시간에 대한 변화이다. 기제의 경우 아파트 거실

에서 지내고, 묘제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날짜를 하되 공

휴일도 정해 지내지만, 차츰 줄고 있는 실정이다. 기제에서는 제사지내는 시간이 빨

라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기제는 보통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

11:00~01:00)나 새벽 3~4시 경 닭이 울기전에 지내는데, 이를 앞당겨 저녁 8시에

서 10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귀신에 대한 관념 변화와

도 무관하지 않다. 제사 때 실제 귀신이 와 제삿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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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74.4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여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저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주변 친구의 

가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여성차별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영역을 들여다보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통계적 사실로서 사회구조를 바라볼 수 있다. 일단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자.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 격차는 2000년이

후 거의 변함이 없다. 2000년 남성이 74,4%, 여성이 48.8%이었고, 2010년 남성이 

73.0%, 여성이 49.4%이었다. 남성이 10년동안 74~75%사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동안, 여성은 49~50%를 맴돌고 있으며 23~24%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

다. 한국사회에서 10년동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데, 견고한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참

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34개

국의 평균치  61.8%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표 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 통계청 KOSIS, 2011

성별 격차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진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7.1%,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는 41.8%였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당 근로시

구분 계 부인 부부공동 남편 다른사람도움 자녀스스로

밥먹고 옷입히기 100.0 51.0 13.5 1.6 7.2 26.7
함께 놀아주기 100.0 33.7 32.1 7.4 8.2 18.5

아플때 돌봐주기 100.0 59.4 28.1 2.4 6.7 3.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00.0 57.3 19.8 6.3 5.9 10.7

유치원, 학교 등 등하교 100.0 44.5 17.7 5.0 7.3 25.5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변화는 미미하다. 둘째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

의 책임이라는 사고가 팽배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

더라도 업무평가나 승진, 경력관리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형식

적인 남녀평등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남녀간 성차별을 만들어낸다.

(1) 가정내 성별분업은 여전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남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무는 성별

분업은 탈산업사회에도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유효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

사」의 맞벌이부부의 자녀돌보기 분담정도를 보면밥먹고 옷입히기아플 때 

돌봐주기숙제나 공부 돌봐주기의 경우 절반이상의 가정에서 부인이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비중은 1.6~7.4%에 그치는 수준이다.

 <표 8> 맞벌이부부의 자녀돌보기 분담정도(200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이에 반해 남편의 81.5%가 여성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를 원

하면서도 가사노동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여기



41

저
출

산
 대

응
 일

·
가

정
 양

립
의

 과
제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74.4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여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저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주변 친구의 

가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여성차별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영역을 들여다보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불평등을 겪는 여성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통계적 사실로서 사회구조를 바라볼 수 있다. 일단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자.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 격차는 2000년이

후 거의 변함이 없다. 2000년 남성이 74,4%, 여성이 48.8%이었고, 2010년 남성이 

73.0%, 여성이 49.4%이었다. 남성이 10년동안 74~75%사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동안, 여성은 49~50%를 맴돌고 있으며 23~24%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

다. 한국사회에서 10년동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데, 견고한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참

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경

제활동참가율은 54,5%로 OECD 34개국 중 30위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34개

국의 평균치  61.8%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표 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 통계청 KOSIS, 2011

성별 격차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진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남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27.1%,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는 41.8%였다.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 주당 근로시

구분 계 부인 부부공동 남편 다른사람도움 자녀스스로

밥먹고 옷입히기 100.0 51.0 13.5 1.6 7.2 26.7
함께 놀아주기 100.0 33.7 32.1 7.4 8.2 18.5

아플때 돌봐주기 100.0 59.4 28.1 2.4 6.7 3.3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00.0 57.3 19.8 6.3 5.9 10.7

유치원, 학교 등 등하교 100.0 44.5 17.7 5.0 7.3 25.5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변화는 미미하다. 둘째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

의 책임이라는 사고가 팽배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

더라도 업무평가나 승진, 경력관리 등에서 불평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여성의 경력단절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형식

적인 남녀평등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남녀간 성차별을 만들어낸다.

(1) 가정내 성별분업은 여전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남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무는 성별

분업은 탈산업사회에도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여전히 유효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 조

사」의 맞벌이부부의 자녀돌보기 분담정도를 보면밥먹고 옷입히기아플 때 

돌봐주기숙제나 공부 돌봐주기의 경우 절반이상의 가정에서 부인이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비중은 1.6~7.4%에 그치는 수준이다.

 <표 8> 맞벌이부부의 자녀돌보기 분담정도(200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이에 반해 남편의 81.5%가 여성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를 원

하면서도 가사노동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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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장기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표 11에서 2000년의 남녀별 연령별 고용률을 보자. 남성은 20대와 60대의 고용

률이 가장 낮고 그 사이 30대, 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20대 연령층은 54.9%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

용률을 보여주다가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30대 연령층에 이르면 52.5%로 전 연

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 30대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최고점을 기록

하는 남성과는 정반대되는 패턴이다. 출산과 육아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는 40대 

연령층에 이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다시 상승하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62.5%

를 기록한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직업의 영역에서 경력축적에 가장 결정적 시점인 30대에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10년이 지난 2010년에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표 11를 다시 보면, 2000년과 2010년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있다면 20

대 남성의 고용률이 66.0%에서 58.2%로 떨어졌지만, 20대 여성은 오히려 올라 남

성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0대 집단에서는 남성이 90% 

가까이 급등하는데 반해, 여성은 53.7%로 추락한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30대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후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복귀하려고 할 때, 이미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격리되어 

경력축적이 중단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복귀한 탓에 경력단절 이전 수준의 노동시

장 지위로 복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반면에 남성은 30대에 경력을 

축적하여 40대에선 관리직 등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급하지만,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연구위원(사회학)은 「한국노동시장의 성불평등과 청

년층 여성의 경력단절」이란 논문에서 “청년층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정규직
남성 23.5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여성 32.9 39.6 43.7 43.7 42.7 42.1 40.8 44.1 41.8

시간제

근로자

남성 2.8 2.9 3.3 3.6 3.9 3.9 4.0 3.9 4.4
여성 10.0 11.7 13.0 11.7 12.3 12.7 12.7 15.2 16.4

간이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는 남성이 4.4%에 불과했으나, 여성 임금근로자

는 16.4%였다. 2008년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이들 통계

자료들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남성보다 열악하고 한계적인 위치에 머

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성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추이                            

단위 (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1월 18일 KLI비정규직 노동통계

게다가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임금비율

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권한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의 임금비율이 63.5%로 나타나 2005

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가하

는 여성에게 끊임없이 차별대우, 성희롱 피해 등을 야기한다.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비율은 꼴찌다. 2007년 기준 57.2%로, OECD 19개국의 평균치 

76.7%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고, OECD 19개중 19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사회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의 한계적 위치에 내몰리고 있는 구

조적인 성차별에 신음하고 있다면, 여성 개개인은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영역에서 꿈

을 잃고 좌절하며 또다른 성차별에 괴로워하고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이 결혼, 출산,



43

저
출

산
 대

응
 일

·
가

정
 양

립
의

 과
제

육아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장기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표 11에서 2000년의 남녀별 연령별 고용률을 보자. 남성은 20대와 60대의 고용

률이 가장 낮고 그 사이 30대, 4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20대 연령층은 54.9%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

용률을 보여주다가 결혼과 출산이 집중되는 30대 연령층에 이르면 52.5%로 전 연

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인다. 30대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최고점을 기록

하는 남성과는 정반대되는 패턴이다. 출산과 육아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는 40대 

연령층에 이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다시 상승하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62.5%

를 기록한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직업의 영역에서 경력축적에 가장 결정적 시점인 30대에 여성들은 남성과는 달리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10년이 지난 2010년에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표 11를 다시 보면, 2000년과 2010년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있다면 20

대 남성의 고용률이 66.0%에서 58.2%로 떨어졌지만, 20대 여성은 오히려 올라 남

성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0대 집단에서는 남성이 90% 

가까이 급등하는데 반해, 여성은 53.7%로 추락한다. 10년이 흘렀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30대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후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복귀하려고 할 때, 이미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격리되어 

경력축적이 중단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복귀한 탓에 경력단절 이전 수준의 노동시

장 지위로 복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반면에 남성은 30대에 경력을 

축적하여 40대에선 관리직 등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급하지만,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택면 연구위원(사회학)은 「한국노동시장의 성불평등과 청

년층 여성의 경력단절」이란 논문에서 “청년층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정규직
남성 23.5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여성 32.9 39.6 43.7 43.7 42.7 42.1 40.8 44.1 41.8

시간제

근로자

남성 2.8 2.9 3.3 3.6 3.9 3.9 4.0 3.9 4.4
여성 10.0 11.7 13.0 11.7 12.3 12.7 12.7 15.2 16.4

간이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는 남성이 4.4%에 불과했으나, 여성 임금근로자

는 16.4%였다. 2008년이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이들 통계

자료들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남성보다 열악하고 한계적인 위치에 머

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성별,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비중추이                            

단위 (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1월 18일 KLI비정규직 노동통계

게다가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임금비율

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권한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의 임금비율이 63.5%로 나타나 2005

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가하

는 여성에게 끊임없이 차별대우, 성희롱 피해 등을 야기한다.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비율은 꼴찌다. 2007년 기준 57.2%로, OECD 19개국의 평균치 

76.7%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고, OECD 19개중 19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사회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의 한계적 위치에 내몰리고 있는 구

조적인 성차별에 신음하고 있다면, 여성 개개인은 경력단절로 인해 노동영역에서 꿈

을 잃고 좌절하며 또다른 성차별에 괴로워하고 있다. 경력단절은 여성이 결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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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무는 성별분업이 유지돼 왔다.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는 가

부장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날수

록 서서히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산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가부장제는 남성이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물렀다. 가족단위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노동분

담이었다. 전통적으로 출산 및 가내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혼여성과 사냥,

병역, 농사 등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으로 가족이 형성돼 왔다. 이런 노동분담은 생물

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교육과 경험의 차이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는 서비스노동이 지배적인 사회이고, 서비스노동이 여성과 굉장

한 친화력을 보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유용했던 성별분업이 후기산업사회가 진

행될수록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조업이 우세했던 산업사회에서 남성이 시장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졌지만, 서비스노동이 지배적인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이 비교우위를 갖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가족 내 돌봄노동의 공백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남성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 여성은 인간의 출산 및 양육을 맡았지만, 이제 

여성도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부문만 강화될 뿐, 반대로 

인간의 출산 및 양육 활동은 뜸해졌다. 그로 인해 인간의 출산과 양육이 위기를 맞

고 있다. 바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 기능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아이가 안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여성은 일과 가족의 양립

이 어려워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은 정신적 고향 같은 휴식처도 아니고 

잠깐 머무는 거처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

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회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구분
2000년 2010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70.7 47.0 70.1 47.8
15~19세 9.8 10.8 4.7 7.7
20~29세 66.0 54.9 58.2 58.3
30~39세 91.8 52.5 89.5 53.7
40~49세 90.1 62.5 91.2 64.2
50~59세 80.8 52.3 85.0 56.9
60세이상 48.7 29.9 48.7 26.3

성노동을 주변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구조화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

적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에 의해 극복되

어야 인적자원의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11> 성별 연령별 고용률(2000, 2010년) 비교                               

단위(%)

출처: 통계청 KOSIS

숭실대 조우현 교수(경제학과)는  저서 일의 세계 경제학』에서미국 여성은 대

부분 경제활동에 참가하며 출산 후에도 곧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만, 한국 여성은 

젊었을 때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가하나, 출산후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면서 

“이런 경력단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는 여성들이 30세 이후 결혼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30세이후는 이미 출산의 적령기를 지나 하나만 낳기도 벅차다. 이 경력단

절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4) 탈산업사회와 가부장제의 불협화음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자본주

의는 가족 외부에서 물자의 생산을 담당하고 가부장제는 가족 내부에서 인간의 생산

을 담당해 왔다. 이 시기에 남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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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무는 성별분업이 유지돼 왔다.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는 가

부장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지만, 탈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날수

록 서서히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산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별분업을 기초로 한 가부장제는 남성이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위해 가정에 머물렀다. 가족단위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노동분

담이었다. 전통적으로 출산 및 가내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혼여성과 사냥,

병역, 농사 등에 종사하는 기혼남성으로 가족이 형성돼 왔다. 이런 노동분담은 생물

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교육과 경험의 차이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는 서비스노동이 지배적인 사회이고, 서비스노동이 여성과 굉장

한 친화력을 보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유용했던 성별분업이 후기산업사회가 진

행될수록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조업이 우세했던 산업사회에서 남성이 시장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졌지만, 서비스노동이 지배적인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이 비교우위를 갖

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가족 내 돌봄노동의 공백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남성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활동, 여성은 인간의 출산 및 양육을 맡았지만, 이제 

여성도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부문만 강화될 뿐, 반대로 

인간의 출산 및 양육 활동은 뜸해졌다. 그로 인해 인간의 출산과 양육이 위기를 맞

고 있다. 바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2.1의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균형이 깨지고 가족 기능 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

다. 아이가 안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여성은 일과 가족의 양립

이 어려워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으며, 가정은 정신적 고향 같은 휴식처도 아니고 

잠깐 머무는 거처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

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회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구분
2000년 2010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70.7 47.0 70.1 47.8
15~19세 9.8 10.8 4.7 7.7
20~29세 66.0 54.9 58.2 58.3
30~39세 91.8 52.5 89.5 53.7
40~49세 90.1 62.5 91.2 64.2
50~59세 80.8 52.3 85.0 56.9
60세이상 48.7 29.9 48.7 26.3

성노동을 주변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구조화하는 핵심요인”이라고 지

적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에 의해 극복되

어야 인적자원의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인식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11> 성별 연령별 고용률(2000, 2010년) 비교                               

단위(%)

출처: 통계청 KOSIS

숭실대 조우현 교수(경제학과)는  저서 일의 세계 경제학』에서미국 여성은 대

부분 경제활동에 참가하며 출산 후에도 곧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만, 한국 여성은 

젊었을 때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가하나, 출산후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면서 

“이런 경력단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는 여성들이 30세 이후 결혼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30세이후는 이미 출산의 적령기를 지나 하나만 낳기도 벅차다. 이 경력단

절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4) 탈산업사회와 가부장제의 불협화음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자본주

의는 가족 외부에서 물자의 생산을 담당하고 가부장제는 가족 내부에서 인간의 생산

을 담당해 왔다. 이 시기에 남성은 생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독점하고, 여성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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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보자면, 가족의 변화는 남성중심의 가(家)를 기본단위로 한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현대사회의 가족 질서로 재편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제도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있고, 전통적

인 가족 개념에서가족의 실패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노미 상태에 있다.

가족의 실패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제도의 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산업사회에서 탈

산업사회로 이행될 때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던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능의 약화를 

가족의 실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4. 저출산의 원인

1. 여성의 합리적 선택(가치관 요인)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저출산의 원인을 정리하면 그림 2로 요약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족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가족제도의 변화는 다시 여성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저출산을 유

도한다. 저출산 즉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와 포기, 기혼부부의 출산 축소와 포기는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은 이제 결혼 여부, 배우자, 결혼 시기, 자녀 출산여부, 자녀 

수,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결합되어 우리 사회가 기대하지 않았던 저출산으로 귀결되었지만, 미혼남녀와 기혼

부부가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개인적인 선

호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선택한 결정이다. 따라서 저출

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일일이 해소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저

출산을 선택하는 동기와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한 뒤 출산을 유도하거나 저출산을 선

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유인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일 것이다.

시대구분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주요산업 농업 공업(제조업) 서비스업

가족의 기능
①물자의 생산

②인간의 출산․양육
②인간의 출산․양육 ②인간의 출산․양육 기능 축소

기업의 기능  - ①물자의 생산 ①물자의 생산

가족의 

대표유형
가부장적 대가족 부부 중심의 핵가족 개인 중심의 소핵가족

가족 내 분업 세대간 분업과 성별분업 성별분업 성별분업

아이의 성격

③가업 계승용 생산재

④노후 대비용 생산재

⑤내구적 소비재

⑤내구적 소비재 ⑤내구적 소비재

결혼의 의미
집안간의 

정치경제적 결합
사랑에 기초한 당사자들의 결합

사회적 

위험의 책임
가족 국가 또는 사회(사회보장제도)

 5) 가족의 실패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구조가 변하고 수많은 사회변동이 일

어났지만, 가족만큼 극심한 변화를 겪은 곳도 없다.가족의 붕괴가족의 해체
라는 말이 언론이나 논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다.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족 내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능이 대폭 약화되었다. 자녀의 

성격도 가업을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를 대비하는 ‘생산재’기능은 약화되고 본능적으

로 아이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재’기능만 남았다. 가족의 대표유형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개인중심의 소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가족 내 성별

분업은 가족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의 지배원리로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다.

<표 12>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의 가족의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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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보자면, 가족의 변화는 남성중심의 가(家)를 기본단위로 한 전통적인 

가족 질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현대사회의 가족 질서로 재편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제도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있고, 전통적

인 가족 개념에서가족의 실패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노미 상태에 있다.

가족의 실패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제도의 미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산업사회에서 탈

산업사회로 이행될 때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던 자녀의 출산과 양육 기능의 약화를 

가족의 실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4. 저출산의 원인

1. 여성의 합리적 선택(가치관 요인)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저출산의 원인을 정리하면 그림 2로 요약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족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가족제도의 변화는 다시 여성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저출산을 유

도한다. 저출산 즉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와 포기, 기혼부부의 출산 축소와 포기는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은 이제 결혼 여부, 배우자, 결혼 시기, 자녀 출산여부, 자녀 

수,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으로 

결합되어 우리 사회가 기대하지 않았던 저출산으로 귀결되었지만, 미혼남녀와 기혼

부부가 합리적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개인적인 선

호와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선택한 결정이다. 따라서 저출

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일일이 해소하기보다는 개개인이 저

출산을 선택하는 동기와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한 뒤 출산을 유도하거나 저출산을 선

택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유인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일 것이다.

시대구분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

주요산업 농업 공업(제조업) 서비스업

가족의 기능
①물자의 생산

②인간의 출산․양육
②인간의 출산․양육 ②인간의 출산․양육 기능 축소

기업의 기능  - ①물자의 생산 ①물자의 생산

가족의 

대표유형
가부장적 대가족 부부 중심의 핵가족 개인 중심의 소핵가족

가족 내 분업 세대간 분업과 성별분업 성별분업 성별분업

아이의 성격

③가업 계승용 생산재

④노후 대비용 생산재

⑤내구적 소비재

⑤내구적 소비재 ⑤내구적 소비재

결혼의 의미
집안간의 

정치경제적 결합
사랑에 기초한 당사자들의 결합

사회적 

위험의 책임
가족 국가 또는 사회(사회보장제도)

 5) 가족의 실패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구조가 변하고 수많은 사회변동이 일

어났지만, 가족만큼 극심한 변화를 겪은 곳도 없다.가족의 붕괴가족의 해체
라는 말이 언론이나 논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다.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족 내 여성이 담당해왔던 

돌봄노동의 공백이 발생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기능이 대폭 약화되었다. 자녀의 

성격도 가업을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를 대비하는 ‘생산재’기능은 약화되고 본능적으

로 아이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소비재’기능만 남았다. 가족의 대표유형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개인중심의 소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가족 내 성별

분업은 가족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의 지배원리로 끈질기게 자리잡고 

있다.

<표 12> 전산업사회, 산업사회, 탈산업사회의 가족의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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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혼여성의 출산 축소 및 포기

기혼여성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

다는 마음이 있지만, 잘 키울 수 없겠다는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내린 선택이다. 출

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먼저 탈산업사회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출산을 축소

하거나 포기한다. 가정과 회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가부장제 의식구조를 가진 상태

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출산과 양육 그

리고 그와 관련된 가사노동이 여자 몫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은 이중부담으

로 출산을 선택하기란 극히 어렵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지원이 없거나 도우미

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 1명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고 2명인 경우는 물리적으로 도

저히 담당할 수 없다.

맞벌이가 아닌 여성이라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미래불안 등으로 인

해 출산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다.

2.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제도적 요인)

저출산 즉 결혼 연기와 출산 축소는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족 내에서 기업 내에서 성별분업의식

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전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이 물자의 생산과 인간의 출산․양육을 모두 담당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은 물자의 생산기능을 기업에 넘겨주고, 인간의 출산․양육이란 

기능을 맡아왔다. 남성은 물자 생산에 참여해 생계를 맡고, 여자는 인간의 출산과 

양육은 물론 가사노동을 맡게 된 것이다. 이같은 남녀 분업은 가족의 생존전략이 되

고,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보편적 의식에 자리잡는다.

 1) 미혼남녀들의 만혼(결혼연기 및 포기)

미혼여성에 있어 결혼이란 첫째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고 둘째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탈산업사회에는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골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도 있고, 피임을 통해 임신하지 않고 섹스를 즐길 수 있

으며 남성과 똑같은 교육과 법적인 권리를 향유한다(Coonts, 2005). 전통적인 가부

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으며,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낳을 수밖에 없었다.

탈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은 투표장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듯이, 자동차 가게

에서 맘에 드는 자가용을 고르듯이 자신의 결혼 행위와 출산 행위를 선택할 수 있

다. 비록 배우자와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성의 동의없이 결혼과 출산은 이

뤄질 수 없다. 이제 여성들은직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주의자들은 아니라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다. 다만 괜찮은 남자자기보다 나은 남자를 찾고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남자를 구하고 있다(윤단우․위선호, 2010). 

하지만 이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결혼을 하면, 가족

생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희생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또 주택 육아 

교육 등 고비용 구조하에서 무작정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고통을 좌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혼과 독신풍조는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을 가진 여성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학력 여성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자신의 커리어를 갖기를 희망하고 부담을 강요하는 가부장제하의 결혼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혼남성들도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치솟는 교육비 등으로 상당한 부담

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하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리는 역할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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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혼여성의 출산 축소 및 포기

기혼여성이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싶

다는 마음이 있지만, 잘 키울 수 없겠다는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내린 선택이다. 출

산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먼저 탈산업사회에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으로 출산을 축소

하거나 포기한다. 가정과 회사에서 의사결정자들이 가부장제 의식구조를 가진 상태

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인간의 출산과 양육 그

리고 그와 관련된 가사노동이 여자 몫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은 이중부담으

로 출산을 선택하기란 극히 어렵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지원이 없거나 도우미

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 1명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고 2명인 경우는 물리적으로 도

저히 담당할 수 없다.

맞벌이가 아닌 여성이라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미래불안 등으로 인

해 출산을 감행하기란 쉽지 않다.

2.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제도적 요인)

저출산 즉 결혼 연기와 출산 축소는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가족 내에서 기업 내에서 성별분업의식

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다.

전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이 물자의 생산과 인간의 출산․양육을 모두 담당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은 물자의 생산기능을 기업에 넘겨주고, 인간의 출산․양육이란 

기능을 맡아왔다. 남성은 물자 생산에 참여해 생계를 맡고, 여자는 인간의 출산과 

양육은 물론 가사노동을 맡게 된 것이다. 이같은 남녀 분업은 가족의 생존전략이 되

고,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보편적 의식에 자리잡는다.

 1) 미혼남녀들의 만혼(결혼연기 및 포기)

미혼여성에 있어 결혼이란 첫째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고 둘째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탈산업사회에는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골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도 있고, 피임을 통해 임신하지 않고 섹스를 즐길 수 있

으며 남성과 똑같은 교육과 법적인 권리를 향유한다(Coonts, 2005). 전통적인 가부

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으며,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낳을 수밖에 없었다.

탈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은 투표장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듯이, 자동차 가게

에서 맘에 드는 자가용을 고르듯이 자신의 결혼 행위와 출산 행위를 선택할 수 있

다. 비록 배우자와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여성의 동의없이 결혼과 출산은 이

뤄질 수 없다. 이제 여성들은직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주의자들은 아니라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다. 다만 괜찮은 남자자기보다 나은 남자를 찾고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남자를 구하고 있다(윤단우․위선호, 2010). 

하지만 이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결혼을 하면, 가족

생활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희생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또 주택 육아 

교육 등 고비용 구조하에서 무작정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고통을 좌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혼과 독신풍조는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을 가진 여성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학력 여성들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이상,

자신의 커리어를 갖기를 희망하고 부담을 강요하는 가부장제하의 결혼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혼남성들도 고용불안정, 주택마련의 어려움, 치솟는 교육비 등으로 상당한 부담

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하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리는 역할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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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탈산업사회가 판단력 및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시대로 향해가고 있다. 아이

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기술, 자격증, 사회에 대한 

이해, 개인적 성숙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더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귀중한 인간자원을 창조하고 형성하는데 이바지했

다고 해서 보상은 거의 없다. 반면에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충

실했던 대부분의 부모와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벌어들인 것에 대

한 권리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사회에 기여한 부모들이 다음세대

에 기여한 부분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향유하므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

가 이뤄진다.

또 기업은 이러한 인적자원 생산에 무임승차하기를 원한다. 숙련된 노동력이라는 

이득을 얻거나 풍요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은 부모들이 

투자하여 창조한 인간 자원을 그들에게 한 푼의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전용하는 셈

이다. 기업들은 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인간자원을 소비한다.

이런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내재한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금 정책이나 

각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5. 결론 

1. 저출산의 원인 요약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치관 요인은 저출산이 여성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다.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여성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축

소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말하므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미혼남녀와 기혼부부들이 

개인적인 선호관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그러나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성은 자아실현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회진출을 

하게 되고 인간의 출산과 양육에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남성은 물자

의 생산활동, 여성은 인간의 출산 및 양육을 맡았지만, 여성도 물자의 생산 활동에 

가담함에 따라 물자의 생산 부문만 강화되었고, 반대로 인간의 출산 및 양육활동은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 결정적 증표가 저출산현상이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성별

분업이 여전하고,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에서 여성차별 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만

연한 상황에서 자아실현을 원하는 여성은 결국 결혼연기, 출산축소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역사

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할 뿐만아

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하다.

3.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경제적 요인)

오늘날 가족 내에서 자식의 기능이 경제학적으로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뀌었다.

농업 중심의 전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계승하는 동시에 노부모의 부양을 기

대할 수 있는생산재였지만, 현대에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이므로 가업의 계

승이란 생각이 사라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신의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희박해져 갔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소비재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김승권(2011)이 발표한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1인당 2억 

6천만원의 거금이 든다고 한다. 2명이면 5억원 꼴이다.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면,

값비싼 소비재로만 기능할 뿐이다. 한국적 가족제도에서 30대이후 자식을 낳아 키울

지라도 60대 이후 자식이노후의 보험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퇴직금을 

축내는노후의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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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탈산업사회가 판단력 및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시대로 향해가고 있다. 아이

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기술, 자격증, 사회에 대한 

이해, 개인적 성숙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더 든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식을 키웠다고 해서, 귀중한 인간자원을 창조하고 형성하는데 이바지했

다고 해서 보상은 거의 없다. 반면에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충

실했던 대부분의 부모와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벌어들인 것에 대

한 권리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사회에 기여한 부모들이 다음세대

에 기여한 부분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향유하므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

가 이뤄진다.

또 기업은 이러한 인적자원 생산에 무임승차하기를 원한다. 숙련된 노동력이라는 

이득을 얻거나 풍요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은 부모들이 

투자하여 창조한 인간 자원을 그들에게 한 푼의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전용하는 셈

이다. 기업들은 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인간자원을 소비한다.

이런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내재한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금 정책이나 

각종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5. 결론 

1. 저출산의 원인 요약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가치관 요인,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치관 요인은 저출산이 여성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다.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여성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축

소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말하므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미혼남녀와 기혼부부들이 

개인적인 선호관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그러나 탈산업사회가 되면서 여성은 자아실현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회진출을 

하게 되고 인간의 출산과 양육에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남성은 물자

의 생산활동, 여성은 인간의 출산 및 양육을 맡았지만, 여성도 물자의 생산 활동에 

가담함에 따라 물자의 생산 부문만 강화되었고, 반대로 인간의 출산 및 양육활동은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 결정적 증표가 저출산현상이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성별

분업이 여전하고,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에서 여성차별 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만

연한 상황에서 자아실현을 원하는 여성은 결국 결혼연기, 출산축소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역사

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할 뿐만아

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하다.

3.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경제적 요인)

오늘날 가족 내에서 자식의 기능이 경제학적으로 생산재에서 소비재로 바뀌었다.

농업 중심의 전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가업을 계승하는 동시에 노부모의 부양을 기

대할 수 있는생산재였지만, 현대에는 임금노동자 중심의 사회이므로 가업의 계

승이란 생각이 사라지고,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자신의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희박해져 갔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소비재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김승권(2011)이 발표한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1인당 2억 

6천만원의 거금이 든다고 한다. 2명이면 5억원 꼴이다.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면,

값비싼 소비재로만 기능할 뿐이다. 한국적 가족제도에서 30대이후 자식을 낳아 키울

지라도 60대 이후 자식이노후의 보험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퇴직금을 

축내는노후의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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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및 한계

이 논문의 결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저출산 원인은 다른 연구들에서 발표한 다

양한 요인들의 일부이다. 또 기존 연구들에서 익히 알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한 것이

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말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역사적 흐

름에 따라 고찰해 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원인과는 다를 것

으로 사료된다.

기존 횡적 연구들에 바탕을 둔 정부의 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단기적이고 성과위주이므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혁이

나 제도개선보다 교육비, 양육비,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주요중점과제로 ①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②일-가

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③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거창하게 내걸고 있

지만, 그 중점과제와 추진계획은 따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저출산의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가치관 요인으로, 저출산은 여성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여성들의 선택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

었느냐를 물으며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개혁하는 사회정책으

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저출산은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

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흐름의 산물이다. 그런데 여성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교육비가 없어, 양육비가 없어서”라는 답변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 가정 내에서, 기업 및 사회에서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

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가정 내에서 남성이 가사분담을 할 

수 있도록 요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해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1% 수준에서 50%수준까

내린 결정이다.

미혼여성에 있어 결혼이란 선택은 첫째,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

고 둘째,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

성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거의 선

택권이 없었으며,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예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지만 탈산업사회에 들어서 여성은 재화와 서비스를 고르듯 결혼 행위와 출산 행

위를 선택할 수 있다. 미혼여성에게 결혼은 선택이 되었다.

기혼부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겠지만, 잘 키우기 힘들겠다는 현실적 갈등사이에서 이뤄진 선택이다. 출산의 문제

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이다. 저출산이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내리도록 강요하는 요인이다. 탈산

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적 대세임에도 가정 내에서 남녀성별분업이 여전

하고,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에서 여성차별 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만연하다. 여성

은 결국 결혼연기 또는 포기, 출산축소 또는 포기라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은 장애물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족과 아이를 적게 낳은 가족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1인 가족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향유하므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진다. 또 기업은 부모들이 투자한 인

간 자원을 그들에게 한 푼의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래서 가족과 기업사

이에 불공평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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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말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역사적 흐

름에 따라 고찰해 왔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원인과는 다를 것

으로 사료된다.

기존 횡적 연구들에 바탕을 둔 정부의 2차 기본계획에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단기적이고 성과위주이므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혁이

나 제도개선보다 교육비, 양육비,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주요중점과제로 ①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②일-가

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③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거창하게 내걸고 있

지만, 그 중점과제와 추진계획은 따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저출산의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가치관 요인으로, 저출산은 여성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면,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여성들의 선택이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

었느냐를 물으며 풀어가야 한다.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개혁하는 사회정책으

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저출산은 탈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

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흐름의 산물이다. 그런데 여성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교육비가 없어, 양육비가 없어서”라는 답변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 가정 내에서, 기업 및 사회에서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

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가정 내에서 남성이 가사분담을 할 

수 있도록 요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해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1% 수준에서 50%수준까

내린 결정이다.

미혼여성에 있어 결혼이란 선택은 첫째,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

고 둘째,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

성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해서 거의 선

택권이 없었으며,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예 선택권이 없었다.

그렇지만 탈산업사회에 들어서 여성은 재화와 서비스를 고르듯 결혼 행위와 출산 행

위를 선택할 수 있다. 미혼여성에게 결혼은 선택이 되었다.

기혼부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겠지만, 잘 키우기 힘들겠다는 현실적 갈등사이에서 이뤄진 선택이다. 출산의 문제

가 개인의 문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이다. 저출산이 여성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내리도록 강요하는 요인이다. 탈산

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적 대세임에도 가정 내에서 남녀성별분업이 여전

하고, 노동시장 또는 기업 내에서 여성차별 또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만연하다. 여성

은 결국 결혼연기 또는 포기, 출산축소 또는 포기라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은 장애물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출산한 가족과 아이를 적게 낳은 가족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1인 가족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음세대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향유하므로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이뤄진다. 또 기업은 부모들이 투자한 인

간 자원을 그들에게 한 푼의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래서 가족과 기업사

이에 불공평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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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이 법

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식별전략으로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구변수 추정한 결과, 두 번째 자녀를 출산

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7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핵심용어: 출산, 경력단절 위험, 부문간 차이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석진1)

1) 소속: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본고는 사회보장학회연구에 2010년에 출간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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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이 법

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식별전략으로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구변수 추정한 결과, 두 번째 자녀를 출산

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7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핵심용어: 출산, 경력단절 위험, 부문간 차이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석진1)

1) 소속: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본고는 사회보장학회연구에 2010년에 출간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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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왔다. 본 연구는 반대 방향의 효과,

즉 출산 후 원래의 경력으로 복귀하지 못 할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는 차별성이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식별전략으로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1998-2005)에 따

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민간부분 여성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

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동료와의 경쟁 혹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에 당면하게 되는 불이익,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빈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통

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면해야 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민

간부문의 경력단절 위험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

녀수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였다.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과 직업력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

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7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산업간 출산 패턴을 분석하고, 공공부

문에서 근무한 효과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 출산율제고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2) 저

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용노동력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숙, 류덕현,

민희철(2006), 우석진(2007, 2008)). 

한국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양육․교육비의 급속한 증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부족, 취업모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 부

족 등 매우 다양한 이유때문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가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

은 여성이 출산 후에 자신이 출산 전 가지고 있던 경력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위

험이다. 다수의 출산 여성이 시간-집약적인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일시적으

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원래의 경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출산 후 이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산 전 일했던 직장에서의 경력

이 단절되어 버리는 여성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경과 조유현(2002), 김지경(2003, 

2004), 김우영(2003), 최효미(2006)). 특히 이러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더 높기 때문에,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일수록 출산을 기

피하거나 혹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 Happel 외(1984)에 따르면 생

애주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지는 경우 출산

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

인 선택이다. 그 결과 출산이 완결되었을 때의 자녀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출산이 여성의 노동

2)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라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도 했다(연합뉴스, 200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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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왔다. 본 연구는 반대 방향의 효과,

즉 출산 후 원래의 경력으로 복귀하지 못 할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는 차별성이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식별전략으로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1998-2005)에 따

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민간부분 여성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

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동료와의 경쟁 혹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에 당면하게 되는 불이익,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빈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통

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직면해야 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민

간부문의 경력단절 위험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

녀수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의 위험이 높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였다.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과 직업력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

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7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산업간 출산 패턴을 분석하고, 공공부

문에서 근무한 효과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연구의 결론을 맺고 출산율제고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2) 저

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용노동력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숙, 류덕현,

민희철(2006), 우석진(2007, 2008)). 

한국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양육․교육비의 급속한 증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부족, 취업모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 부

족 등 매우 다양한 이유때문이다. 그 중에서 본 연구가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측면

은 여성이 출산 후에 자신이 출산 전 가지고 있던 경력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위

험이다. 다수의 출산 여성이 시간-집약적인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일시적으

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원래의 경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성도 

있다. 하지만, 출산 후 이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산 전 일했던 직장에서의 경력

이 단절되어 버리는 여성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경과 조유현(2002), 김지경(2003, 

2004), 김우영(2003), 최효미(2006)). 특히 이러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더 높기 때문에,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일수록 출산을 기

피하거나 혹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 Happel 외(1984)에 따르면 생

애주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지는 경우 출산

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

인 선택이다. 그 결과 출산이 완결되었을 때의 자녀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출산이 여성의 노동

2)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라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도 했다(연합뉴스, 200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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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service)를 효용함수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경우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럴 경

우,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부부가 출산을 지연시킬 유

인이 있다. 경력단절의 위험을 인적자본의 손실분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면, 역시 

경력단절 위험이 증가할수록 완결된 출산 자녀수는 감소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존 연구들은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출산이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왔다. 예를 들

면, 김지경과 조유현(2002), 김지경(2003)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

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보육 대

행자가 있을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좀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

다. 또한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

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김우영(2003)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

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노동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

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

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 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

금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

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향상

에도 기여해 남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2. 기존 연구

출산과 관련한 경제학 문헌에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이라

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과 인

적자본 투자와의 관계를 적용시켜 그 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Happel 외

(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생애주의 효용이 완결된 자녀수에만 의존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였다. 출산 후 엄마가 노동시장에서 이

탈할 때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하게 된다. 소득의 감소는 부모의 소비감소로 이어지

고, 이는 곧 출산의 비용이 되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소

득감소의 크기는 초기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었고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감가상

각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의 임금 프로파일

(wage profile)이 식(1)과 같다고 해보자.

(1)     , 

: 임금, : 노동시간,  : 인적자본 생산함수

만약, 초기 소득이 양수이고(  ),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인적자본을 감

가상각 시키면(  ), 생애주기 관점에서 엄마는 될 수 있으면 출산을 늦추는 것

이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결정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

도를 의 크기로 볼 수 있다면, 일자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크면 클수록 출산을 뒤로 늦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좀 더 작은 수의 자

녀를 갖게 된다.

Moffitt(1984)의 연구는 Happel 외(1984)의 모형이 생애주기 효용이 완결된 자

녀수에만 의존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기의 자녀로부터의 자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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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service)를 효용함수에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경우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이럴 경

우,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부부가 출산을 지연시킬 유

인이 있다. 경력단절의 위험을 인적자본의 손실분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면, 역시 

경력단절 위험이 증가할수록 완결된 출산 자녀수는 감소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존 연구들은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출산이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왔다. 예를 들

면, 김지경과 조유현(2002), 김지경(2003)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

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보육 대

행자가 있을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좀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

다. 또한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

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김우영(2003)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

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노동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결혼과 출산 직

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

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 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

금프리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

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향상

에도 기여해 남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2. 기존 연구

출산과 관련한 경제학 문헌에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이라

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과 인

적자본 투자와의 관계를 적용시켜 그 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인적자본 축적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Happel 외

(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생애주의 효용이 완결된 자녀수에만 의존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하였다. 출산 후 엄마가 노동시장에서 이

탈할 때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하게 된다. 소득의 감소는 부모의 소비감소로 이어지

고, 이는 곧 출산의 비용이 되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출산으로 인한 소

득감소의 크기는 초기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었고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감가상

각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의 임금 프로파일

(wage profile)이 식(1)과 같다고 해보자.

(1)     , 

: 임금, : 노동시간,  : 인적자본 생산함수

만약, 초기 소득이 양수이고(  ),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인적자본을 감

가상각 시키면(  ), 생애주기 관점에서 엄마는 될 수 있으면 출산을 늦추는 것

이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결정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

도를 의 크기로 볼 수 있다면, 일자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크면 클수록 출산을 뒤로 늦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좀 더 작은 수의 자

녀를 갖게 된다.

Moffitt(1984)의 연구는 Happel 외(1984)의 모형이 생애주기 효용이 완결된 자

녀수에만 의존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매기의 자녀로부터의 자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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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가임기이다. 노동공급은 매기 1단위씩의 노동공급을 한다고 하자.

경력단절확률()이 공공부문에서는 0이지만 민간부분에서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

자. 즉, 공공부문(PU)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법적, 제도적 보호를 통해 경력단절

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양의 확률로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편, 매기 노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효과는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1기 임금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동일하게 

이지만, 2기에서 경력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 되고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이다. 상태에 따른 임금들의 관계는 

    
 이라고 가정하자.

즉,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에는 임금이 1기에 비해 상승하게 되지만, 출산으

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1기에서 받는 임금

보다 낮아지게 된다.

대표여성의 효용함수는 식(2)과 같이 정의하자. 즉,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services from children)가 효용의 주요소이다. 한편, 1기 효용함수의 1계 도함수는 

양수, 2계 도함수는 음수, 교차도함수는 양수라고 가정하자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본축적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매기의 예산제약은 식(3)과 같다.

(3)     

    
,   

: 자녀양육비용

문제(2)-(3)을 2기에서부터 풀어보자. 2기에는 1기에서 내린 출산결정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2기에서 어떤 임금을 받게 될 지가 결정

된다. 그러면 2기의 최적화 문제는 식(4)과 같다.

김지경(2004)은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산으로 인하

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경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3.1%가 출산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들의 경우 출산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

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보육 대행자를 보유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효미(2006)의 연구는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며,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구소득이 높

은 가구의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학

력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임의 여성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상층에 속하는 여성

은 출산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노동시장의 상황인 경력단절의 불확

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문헌에 공헌이 있다.

3. 모형

본 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자. 대표여성은 1기에는 소비와 출산결정( ,)을 내리고, 2기에는 

더 이상의 출산결정은 없고 소비결정()만 내리게 된다. 즉, 1기는 가임기이고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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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가임기이다. 노동공급은 매기 1단위씩의 노동공급을 한다고 하자.

경력단절확률()이 공공부문에서는 0이지만 민간부분에서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

자. 즉, 공공부문(PU)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법적, 제도적 보호를 통해 경력단절

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양의 확률로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편, 매기 노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효과는 

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된다. 1기 임금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나 동일하게 

이지만, 2기에서 경력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 되고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이다. 상태에 따른 임금들의 관계는 

    
 이라고 가정하자.

즉,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에는 임금이 1기에 비해 상승하게 되지만, 출산으

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1기에서 받는 임금

보다 낮아지게 된다.

대표여성의 효용함수는 식(2)과 같이 정의하자. 즉,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서비스

(services from children)가 효용의 주요소이다. 한편, 1기 효용함수의 1계 도함수는 

양수, 2계 도함수는 음수, 교차도함수는 양수라고 가정하자

(2)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본축적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구가 직면하게 되는 

매기의 예산제약은 식(3)과 같다.

(3)     

    
,   

: 자녀양육비용

문제(2)-(3)을 2기에서부터 풀어보자. 2기에는 1기에서 내린 출산결정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2기에서 어떤 임금을 받게 될 지가 결정

된다. 그러면 2기의 최적화 문제는 식(4)과 같다.

김지경(2004)은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산으로 인하

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경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3.1%가 출산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들의 경우 출산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

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보육 대행자를 보유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효미(2006)의 연구는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어떠한 변수들이 영

향을 미치는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며,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구소득이 높

은 가구의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학

력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임의 여성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상층에 속하는 여성

은 출산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노동시장의 상황인 경력단절의 불확

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문헌에 공헌이 있다.

3. 모형

본 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자. 대표여성은 1기에는 소비와 출산결정( ,)을 내리고, 2기에는 

더 이상의 출산결정은 없고 소비결정()만 내리게 된다. 즉, 1기는 가임기이고 2기



66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의 최적출산결정()은〔그림 1〕과 같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위의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하면 최적자녀수가 감소하고, 자녀서비스로부터의 한계효용

이 증가하거나 소비로부터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최적출산결정

자녀수()




한계편익

(LHS)

한계비용

(RHS)




(a)

(b)

경력단절확률 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식(7)이 약간 변형되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인 경우    라고 가정하자. 즉, 경력단절확률은 자녀

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문제 (6)의 1계 필요조건은 식(8)과 같

이 주어진다.

(8)

 

  



   

  

 

(4) max 
     

,   

2기의 최적소비결정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쓰는 것이고, 그 결과 2기의 가치함수

(value function)는 식(5)과 같이 주어진다.

(5)    ,   

2기에서 최적소비가 선택되었을 경우, 1기의 최적출산결정(optimal fertility 

decision)은 아래의 문제를 풀면 된다.

(6) max   
st     

여기에서 경력단절확률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기의 자녀수의 함수라고 가정하

였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 로 가정하였다.

먼저 가임기 여성이 공공부분에 있는, 즉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문제(6)의 

1계 필요조건을 정리하면 식(7)과 같다.

(7) 






  



 


 : 기의 소비에 대한 편도함수, 

 : 기의 자녀에 대한 편도함수

식(7)의 좌변은 추가적인 자녀로부터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소비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변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해당한다.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좌변은 자녀수에 대해서 단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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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확률 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식(7)이 약간 변형되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인 경우    라고 가정하자. 즉, 경력단절확률은 자녀

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문제 (6)의 1계 필요조건은 식(8)과 같

이 주어진다.

(8)

 

  



   

  

 

(4) max 
     

,   

2기의 최적소비결정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쓰는 것이고, 그 결과 2기의 가치함수

(value function)는 식(5)과 같이 주어진다.

(5)    ,   

2기에서 최적소비가 선택되었을 경우, 1기의 최적출산결정(optimal fertility 

decision)은 아래의 문제를 풀면 된다.

(6) max   
st     

여기에서 경력단절확률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기의 자녀수의 함수라고 가정하

였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 로 가정하였다.

먼저 가임기 여성이 공공부분에 있는, 즉   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문제(6)의 

1계 필요조건을 정리하면 식(7)과 같다.

(7) 






  



 


 : 기의 소비에 대한 편도함수, 

 : 기의 자녀에 대한 편도함수

식(7)의 좌변은 추가적인 자녀로부터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소비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변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해당한다.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좌변은 자녀수에 대해서 단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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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위험과 출산결정과의 관계인 식(9)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의 10차년도(2007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력 자료와 1-10차년도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민

간부문에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식별해 내었다. 특별

히 주로 초산을 경험하게 되는 2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과 두 번째 이상의 자녀를 

주로 출산하게 되는 3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어

떤 직종에 근무하였는지도 파악하였다.

자녀수의 분포는 10차 KLIPS의 가구파일을 이용하여 구하였다.4) 가구의 자녀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자료의 가구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변수와 연령변수 

등을 이용하였다. <표 1>은 관측된 자녀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약 5,260개의 가

구 중에서 약 64%의 가구가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자녀가 약 

35%로 다른 자녀수보다 빈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자녀수 1

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자녀수 분포

자녀수 빈도 비중 누적

0 1,880 35.75 35.75

1 1,248 23.73 59.48

2 1,827 34.74 94.22

3 279 5.31 99.52

4 22 0.42 99.94

5 3 0.06 100

총계 5,259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단위: 명)

4) 노동패널의 경우 개인자료에는 1차에서 인터뷰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웨이브에 신규로 진입한 경우에만 

자녀수가 기록되어 있다.

식(8)의 좌변은 식(7)의 좌변보다 모든 에서 작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경력단절〔그림 1〕의 (b)처럼 한계편익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확률이 0이 아닌 경우의 최적자녀수는 
으로 경

력단절확률이 0인 경우와 비교하면 자녀수가 감소하게 된다.3)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는 가임기 기혼여성 중에서, 다른 조건은 유사하지만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질수록 

좀 더 작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다.

경력단절 위험이 인 산업 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최적자녀수와 경력단절확

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된다.

(9) 
  , ′ 

본 논문에서는 식(9)과 같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과 공공부분에서 종사하는 여성

의 출산결정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관련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복귀 후에

도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때 출산 전 경력을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종, 다른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출산결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및 추정결과

1. 자료

3) 경력단절 위험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즉 ′인 경우, 최적출산자녀수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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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위험과 출산결정과의 관계인 식(9)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이하 

KLIPS)의 10차년도(2007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력 자료와 1-10차년도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민

간부문에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식별해 내었다. 특별

히 주로 초산을 경험하게 되는 2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과 두 번째 이상의 자녀를 

주로 출산하게 되는 30대에 근무하였던 산업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어

떤 직종에 근무하였는지도 파악하였다.

자녀수의 분포는 10차 KLIPS의 가구파일을 이용하여 구하였다.4) 가구의 자녀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자료의 가구구성원과 가구주와의 관계변수와 연령변수 

등을 이용하였다. <표 1>은 관측된 자녀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약 5,260개의 가

구 중에서 약 64%의 가구가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자녀가 약 

35%로 다른 자녀수보다 빈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경우가 자녀수 1

명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자녀수 분포

자녀수 빈도 비중 누적

0 1,880 35.75 35.75

1 1,248 23.73 59.48

2 1,827 34.74 94.22

3 279 5.31 99.52

4 22 0.42 99.94

5 3 0.06 100

총계 5,259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단위: 명)

4) 노동패널의 경우 개인자료에는 1차에서 인터뷰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웨이브에 신규로 진입한 경우에만 

자녀수가 기록되어 있다.

식(8)의 좌변은 식(7)의 좌변보다 모든 에서 작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경력단절〔그림 1〕의 (b)처럼 한계편익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확률이 0이 아닌 경우의 최적자녀수는 
으로 경

력단절확률이 0인 경우와 비교하면 자녀수가 감소하게 된다.3)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는 가임기 기혼여성 중에서, 다른 조건은 유사하지만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질수록 

좀 더 작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다.

경력단절 위험이 인 산업 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최적자녀수와 경력단절확

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된다.

(9) 
  , ′ 

본 논문에서는 식(9)과 같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과 공공부분에서 종사하는 여성

의 출산결정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관련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복귀 후에

도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때 출산 전 경력을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종, 다른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출산결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및 추정결과

1. 자료

3) 경력단절 위험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즉 ′인 경우, 최적출산자녀수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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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엄마의 경제활동참가율

　구분 경제활동 빈도 비중

　전체 엄마
미참가 2,461 55.17

경제활동참가 2,000 44.83

　자녀가 있는 엄마
미참가 1,680 52.65

경제활동참가 1,511 47.35
자료: 10차 노동패널, 직업력

(단위: 명, %)

 

엄마의 취업형태에 따라 엄마의 연령과 자녀수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 4

>를 통해 살펴보자. 전체 엄마의 평균 연령은 약 48.7세이고 자녀수는 1.24명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연령이 6세 정도 어린 42.8세이고 자녀수는 평균보다 

0.12명 많은 1.36명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연령은 평균보다 많지만 

자녀수의 경우 평균보다는 큰 1.32명이다.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

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의 연령은 50세로 더 많고 자녀수도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패턴을 정리해보면 현재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자녀수가 좀 

더 많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자녀수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족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약간 더 자녀수가 많았다.

<표 4> 엄마의 취업형태와 자녀수 

　구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연령 4461 48.751 14.256 17 91

자녀수 4461 1.243 0.955 0 5

임금노동자
연령 1235 42.878 10.692 19 76

자녀수 1235 1.367 0.914 0 4

자영업
연령 432 50.01 11.471 26 79

자녀수 432 1.324 0.987 0 5
가족노동 연령 340 51.68 10.333 27 79
(무보수) 자녀수 340 1.385 1.019 0 4

자료: 10차 노동패널

(단위: 세, 명)

이번에는 <표 2>를 통해 엄마5)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엄마의 연령분포는 자녀

수의 분포가 출산이 완결된 후의 분포인지 아니면 아직 미완결의 분포인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구학에서는 가임기를 최소 16세에서 최대 44~49세까지 보

는 것이 보통이다.6) 전체 엄마의 평균 연령은 48.7세로 표본에서 관측된 엄마들은 

거의 가임기를 지났거나 거의 끝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엄마의 평

균연령도 이보다는 어리지만 45.3세로 실질적인 가임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엄마의 평균연령을 볼 때, 앞에서 확인한 자녀의 분포는 적어도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출산이 거의 완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2> 엄마 연령의 분포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모든 엄마 4461 48.75 14.26 17 91

자녀가 있는 엄마 3191 45.32 11.31 19 91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단위: 세)

이번에는 <표 3>을 통해 엄마의 경제활동여부를7) 살펴보자. 모든 엄마를 살펴보

았을 경우 약 44.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엄마의 경우 

47.4%로 전체 엄마의 경제활동참가율 약 2.6%p 정도 높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엄마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다. 동시에 엄마 연령의 효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체적으로 M-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고, 40대 후반은 M-자 중에서 마지막에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활

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연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엄마는 여자이면서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6) 합계출산율 계산 시에 사용되는 최소, 최대 연령이다.
7)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를 묻고 있는 0201번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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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엄마의 경제활동참가율

　구분 경제활동 빈도 비중

　전체 엄마
미참가 2,461 55.17

경제활동참가 2,000 44.83

　자녀가 있는 엄마
미참가 1,680 52.65

경제활동참가 1,511 47.35
자료: 10차 노동패널, 직업력

(단위: 명, %)

 

엄마의 취업형태에 따라 엄마의 연령과 자녀수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 4

>를 통해 살펴보자. 전체 엄마의 평균 연령은 약 48.7세이고 자녀수는 1.24명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연령이 6세 정도 어린 42.8세이고 자녀수는 평균보다 

0.12명 많은 1.36명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연령은 평균보다 많지만 

자녀수의 경우 평균보다는 큰 1.32명이다. 가족 혹은 친척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주

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의 연령은 50세로 더 많고 자녀수도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패턴을 정리해보면 현재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한 경우가 자녀수가 좀 

더 많았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자녀수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가족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약간 더 자녀수가 많았다.

<표 4> 엄마의 취업형태와 자녀수 

　구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연령 4461 48.751 14.256 17 91

자녀수 4461 1.243 0.955 0 5

임금노동자
연령 1235 42.878 10.692 19 76

자녀수 1235 1.367 0.914 0 4

자영업
연령 432 50.01 11.471 26 79

자녀수 432 1.324 0.987 0 5
가족노동 연령 340 51.68 10.333 27 79
(무보수) 자녀수 340 1.385 1.019 0 4

자료: 10차 노동패널

(단위: 세, 명)

이번에는 <표 2>를 통해 엄마5)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엄마의 연령분포는 자녀

수의 분포가 출산이 완결된 후의 분포인지 아니면 아직 미완결의 분포인지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구학에서는 가임기를 최소 16세에서 최대 44~49세까지 보

는 것이 보통이다.6) 전체 엄마의 평균 연령은 48.7세로 표본에서 관측된 엄마들은 

거의 가임기를 지났거나 거의 끝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엄마의 평

균연령도 이보다는 어리지만 45.3세로 실질적인 가임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엄마의 평균연령을 볼 때, 앞에서 확인한 자녀의 분포는 적어도 

평균적인 의미에서는 출산이 거의 완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2> 엄마 연령의 분포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모든 엄마 4461 48.75 14.26 17 91

자녀가 있는 엄마 3191 45.32 11.31 19 91
자료: 10차 노동패널, 가구자료

(단위: 세)

이번에는 <표 3>을 통해 엄마의 경제활동여부를7) 살펴보자. 모든 엄마를 살펴보

았을 경우 약 44.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엄마의 경우 

47.4%로 전체 엄마의 경제활동참가율 약 2.6%p 정도 높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엄마의 노동공급을 촉진하는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다. 동시에 엄마 연령의 효과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체적으로 M-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고, 40대 후반은 M-자 중에서 마지막에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활

동참가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연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엄마는 여자이면서 가구주 혹은 배우자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6) 합계출산율 계산 시에 사용되는 최소, 최대 연령이다.
7) 취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를 묻고 있는 0201번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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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로부터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낮은 공공부문에서 현재 근무하는 여성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서 출산을 더 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오

히려 경력단절의 위험과 출산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비교대상인 자녀

수가 현재 종사하는 산업 외에 다른 변수, 예를 들면 학력, 소득, 연령, 업종 등이 

통제되지 않은 비조건부 평균이기 때문일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 하에서, 즉 좀 더 균질한 여성들의 출산자녀수와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변수가 엄마의 

연령인데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어리다면 자녀수가 적은 것은 산

업별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엄마의 평균연령이 38세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엄마의 평균

연령인 42세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직업이 해

당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가지고 있던 직업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녀를 출산하는 동안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출산이 완료된 후 입직이 좀 더 

수월한 직업으로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입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에서 좀 더 많은 자녀수가 관측되는 반면, 공공부문은 출산을 완료한 30대 후

반 혹은 40대의 여성이 입직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측된 자녀수가 상대적

으로 작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2007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주된 출산연령기인 20대 혹은 30대에 종사했던 산업을 통제한다면 

〔그림 2〕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

는 것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전문가’와 ‘서비스 종사자’가 당면하고 있는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은 다를 수 있다. 전문 직종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서 이탈했을 경우, 경쟁과 인적자본의 감가로 인해 원래의 경력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는 한결 쉬울 수 

있다. 자녀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업종별로가 아니라 직종별로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직종을 통제하고 나면 좀 더 다른 결과를 가져

이번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엄마들의 산업별 자녀수를 살펴보자. 산업분

류는 2002년 통계청에 정의한 대분류를 따랐다.〔그림 2〕는 2007년 현재 엄마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수가 제일 작은 산업은 0.79명

으로 농업(011)이고, 가장 많은 산업은 2명인 광업(100)이었다. 농업의 경우 엄마의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LIPS

의 자녀수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출가로 인해 농

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치를 기록한 광

업의 경우, 관측치가 2개 밖에 되지 않아 결과에 통계적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공공부문에는 노동패널의 산업분류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0)’ 부문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의 출산율이 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

반대로 공공부분의 자녀수가 1.18명으로 다른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자녀수 보다 현

격히 적다. 농업(011)과 사업서비스업(72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2〕현재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주: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0)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직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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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로부터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낮은 공공부문에서 현재 근무하는 여성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해서 출산을 더 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오

히려 경력단절의 위험과 출산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비교대상인 자녀

수가 현재 종사하는 산업 외에 다른 변수, 예를 들면 학력, 소득, 연령, 업종 등이 

통제되지 않은 비조건부 평균이기 때문일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 하에서, 즉 좀 더 균질한 여성들의 출산자녀수와 

그들이 종사하는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변수가 엄마의 

연령인데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어리다면 자녀수가 적은 것은 산

업별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출산이 완결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엄마의 평균연령이 38세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엄마의 평균

연령인 42세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직업이 해

당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가지고 있던 직업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녀를 출산하는 동안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출산이 완료된 후 입직이 좀 더 

수월한 직업으로 이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입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에서 좀 더 많은 자녀수가 관측되는 반면, 공공부문은 출산을 완료한 30대 후

반 혹은 40대의 여성이 입직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측된 자녀수가 상대적

으로 작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2007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주된 출산연령기인 20대 혹은 30대에 종사했던 산업을 통제한다면 

〔그림 2〕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

는 것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전문가’와 ‘서비스 종사자’가 당면하고 있는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은 다를 수 있다. 전문 직종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서 이탈했을 경우, 경쟁과 인적자본의 감가로 인해 원래의 경력으로 다시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는 한결 쉬울 수 

있다. 자녀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경력단절의 위험이 업종별로가 아니라 직종별로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직종을 통제하고 나면 좀 더 다른 결과를 가져

이번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엄마들의 산업별 자녀수를 살펴보자. 산업분

류는 2002년 통계청에 정의한 대분류를 따랐다.〔그림 2〕는 2007년 현재 엄마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수가 제일 작은 산업은 0.79명

으로 농업(011)이고, 가장 많은 산업은 2명인 광업(100)이었다. 농업의 경우 엄마의 

연령은 60.4세로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LIPS

의 자녀수는 동거하고 있는 자녀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출가로 인해 농

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치를 기록한 광

업의 경우, 관측치가 2개 밖에 되지 않아 결과에 통계적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공공부문에는 노동패널의 산업분류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0)’ 부문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의 출산율이 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

반대로 공공부분의 자녀수가 1.18명으로 다른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자녀수 보다 현

격히 적다. 농업(011)과 사업서비스업(72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2〕현재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주: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0)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직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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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20대에 공직부문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수험

준비 등으로 다른 산업에 종사한 여성보다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좀 더 타당한 설명은 

20대의 출산은 대체적으로 첫 자녀인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 자녀 양육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담은 되지만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할 

정도는 아닐 수가 있다.

한편, 엄마가 30대에 근무한 산업을 통제하고 나면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된다.

〔그림 4〕에 따르면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경우 자녀수는 1.55명으

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특히, 표본수가 적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0)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공무원의 자녀수는 금융 및 임대업(650)과 더불어 가장 높다. 자녀수

의 크기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 두 번째 이상의 자녀임을 고려해보면, 둘째 

이상을 출산하게 되는 30대에 있어서의 경력단절의 위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주: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0)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직업력

올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자녀수와 관련 있는 변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

라 주요 출산연령기, 즉 20대와 30대에 근무했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엄

마의 과거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KLIPS의 직업력 자

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20대 혹은 30대의 일자리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직업력 자

료로부터 20대에 근무했던 직장과 30대에 근무했던 일자리를 골라내었다.8)

〔그림 3〕에 따르면,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20대에 근무했던 산업을 통제했을 

경우 공공부문의 자녀수는 1.28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3〕20대에 근무한 산업과 자녀수 

주: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0)
자료: 10차 노동패널(2007), 직업력

다른 산업에 종사한 엄마의 출산자녀수와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8) 한 여성이 20대 혹은 30대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자리가 출산과 

관련된 일자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대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일자리를 

주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지속기간이 동일한 일자리의 경우는 가장 나중 것을 해당 연령대의 주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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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 종사한 엄마의 출산자녀수와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8) 한 여성이 20대 혹은 30대에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자리가 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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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녀수(명) 4461 1.244 0.955  0 5

현재 공공부문근무=1 2000 0.023  0.148 0 1

20대 공공부문근무=1 1697 0.018  0.134 0 1

30대 공공부문근무=1 2470 0.015  0.121 0 1

가구 총소득(만원) 4461 3471.045  3774.442 0 104826

연령(세) 4461 48.752  14.256 17 91

자료: 10차 노동패널

<표 5> 요약통계량 1

<표 6> 요약통계량 2 

학력 빈도 비중 누적

무학 301 6.75 6.75

초등학교 803 18.02 24.78

중학교 707 15.87 40.64

고등학교 1,574 35.32 75.96

전문대학 422 9.47 85.44

4년제 대학 567 12.72 98.16

석사 77 1.73 99.89

박사 5 0.11 100

총계 4,456 100 　

자료: 10차 노동패널

<표 7>은 2007년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자녀수와의 상관관계

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은 공공부문 더미변수만 포함시

켰고, 모형(2)와 모형(3)은 자녀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구소득과 

엄마의 연령을 포함시켰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

회보험,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 모형(4)에는 이 외에도 엄마의 학력을 통제하였다.

기본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모형(1)-모형(3)은〔그림 2〕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자. 자녀수와 엄마가 근무하고 있는 혹은 근무했던 산업과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대 혹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자녀수와 

양(+)의 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둘째 이상을 출산하게 되

는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했던 여성의 경우 다른 민간부문에 비해 최종적으로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경

력단절의 위험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근무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구의 특성의 영

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녀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여성이 공공부문을 선택해 

들어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해야지만 경력단절위험으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출산율 차이를 추정해낼 수 있다.

2. 계량분석

본 절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앞 절에서 살펴본 산업간 경력단절위험의 차

이가 여서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립하는지 살펴보았

다. 기본적인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

(10)     


 
 

 
 




 

: 자녀수

 : 연령 에서 공공부문에 종사 여부,   현재  대  대 
 :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직종 등

종속변수로는 엄마의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현재, 20대, 30대

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의 여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엄마의 연령, 학력,

가구의 소득, 직종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공공부문 근무여부 등에 

관한 요약통계량은 <표 5>에 엄마의 학력과 관련된 요약통계량은 <표 6>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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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했던 여성의 경우 다른 민간부문에 비해 최종적으로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모두 경

력단절의 위험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근무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구의 특성의 영

향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녀에 대한 강한 선호를 가진 여성이 공공부문을 선택해 

들어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를 해야지만 경력단절위험으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출산율 차이를 추정해낼 수 있다.

2. 계량분석

본 절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서 앞 절에서 살펴본 산업간 경력단절위험의 차

이가 여서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성립하는지 살펴보았

다. 기본적인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

(10)     


 
 

 
 




 

: 자녀수

 : 연령 에서 공공부문에 종사 여부,   현재  대  대 
 :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직종 등

종속변수로는 엄마의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현재, 20대, 30대

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의 여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엄마의 연령, 학력,

가구의 소득, 직종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공공부문 근무여부 등에 

관한 요약통계량은 <표 5>에 엄마의 학력과 관련된 요약통계량은 <표 6>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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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첫 번째 자녀 출산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표 8> 추정결과 2(2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대 공공부문 -0.403** -0.444** -0.442** -0.456***

　 [0.182] [0.178] [0.177] [0.174]

가구소득 8.00e-05*** 8.21e-05*** 8.45e-05***

　 [9.36e-06] [9.40e-06] [9.57e-06]

연령 -0.00507** -0.00585**

　 [0.00222] [0.00281]

상수 1.532*** 1.240*** 1.442*** 0.901***

　 [0.0215] [0.0413] [0.0991] [0.236]

학력 　 　 　 Yes　

관측치 1697 1697 1697 1697

R-squared 0.004 0.064 0.068 0.115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표 9>은 20대 대신에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표 

8>와 다른 측면은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한 여성들의 출산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일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보다 작지 않다는 점이다. 모형(1), (2), (4)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양수로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

가 오히려 많았다. 30대에 주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많고, 종국적으로 

두 번째 자녀의 출산결정이 산업별 자녀수 크기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극적인 결과 정도는 얻을 수 있다.

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출산한 자녀가 모형(3)에서는 약 0.25명

이 민간부문에 비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형(4)처럼 학력을 통제하

고 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출산 자녀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게 다르지 않

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감소하는 패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력의 

차이가 자녀수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나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설명할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이다.

<표 7> 추정결과 1(현재 공공부문 근무여부)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현재 공공부문 -0.188 -0.208 -0.250** -0.0507

　 [0.136] [0.128] [0.127] [0.117]

가구소득 5.64e-05** 5.19e-05** 5.35e-05**

　 [2.65e-05] [2.49e-05] [2.63e-05]

연령 -0.0116*** -0.00415

　 [0.00230] [0.00299]

상수 1.366*** 1.152*** 1.702*** 0.585***

　 [0.0215] [0.0996] [0.177] [0.211]

학력 　 　 　 Yes

관측치 2000 2000 2000 1998

R-squared 0.001 0.049 0.069 0.164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표 8>는 현재 대신 2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했는지에 관한 변수를 포함시켜 추

정한 결과이다. 계수의 크기에는 <표 7>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보다 대체로 작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20대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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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첫 번째 자녀 출산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표 8> 추정결과 2(2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20대 공공부문 -0.403** -0.444** -0.442** -0.456***

　 [0.182] [0.178] [0.177] [0.174]

가구소득 8.00e-05*** 8.21e-05*** 8.45e-05***

　 [9.36e-06] [9.40e-06] [9.57e-06]

연령 -0.00507** -0.00585**

　 [0.00222] [0.00281]

상수 1.532*** 1.240*** 1.442*** 0.901***

　 [0.0215] [0.0413] [0.0991] [0.236]

학력 　 　 　 Yes　

관측치 1697 1697 1697 1697

R-squared 0.004 0.064 0.068 0.115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표 9>은 20대 대신에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더미 변수를 이용하였다. <표 

8>와 다른 측면은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한 여성들의 출산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일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보다 작지 않다는 점이다. 모형(1), (2), (4)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양수로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출산 자녀수

가 오히려 많았다. 30대에 주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많고, 종국적으로 

두 번째 자녀의 출산결정이 산업별 자녀수 크기의 차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극적인 결과 정도는 얻을 수 있다.

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출산한 자녀가 모형(3)에서는 약 0.25명

이 민간부문에 비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형(4)처럼 학력을 통제하

고 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출산 자녀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게 다르지 않

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감소하는 패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력의 

차이가 자녀수의 차이를 상당 부분 설명하고 나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설명할 부분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이다.

<표 7> 추정결과 1(현재 공공부문 근무여부)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현재 공공부문 -0.188 -0.208 -0.250** -0.0507

　 [0.136] [0.128] [0.127] [0.117]

가구소득 5.64e-05** 5.19e-05** 5.35e-05**

　 [2.65e-05] [2.49e-05] [2.63e-05]

연령 -0.0116*** -0.00415

　 [0.00230] [0.00299]

상수 1.366*** 1.152*** 1.702*** 0.585***

　 [0.0215] [0.0996] [0.177] [0.211]

학력 　 　 　 Yes

관측치 2000 2000 2000 1998

R-squared 0.001 0.049 0.069 0.164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표 8>는 현재 대신 2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했는지에 관한 변수를 포함시켜 추

정한 결과이다. 계수의 크기에는 <표 7>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즉,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가 민간부문에 종사한 

여성의 자녀수보다 대체로 작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20대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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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 0.6명 정도의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추정결과 4(IV estimation)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0대 공공부문 0.521** 0.612** 0.605** 0.675**

　 [0.219] [0.246] [0.252] [0.289]

가구소득 7.67e-05*** 7.84e-05*** 8.10e-05***

　 [1.25e-05] [1.21e-05] [1.20e-05]

연령 -0.0136*** -0.0128**

　 [0.00415] [0.00513]

상수 1.729*** 1.447*** 2.018*** 1.450***

　 [0.0277] [0.0587] [0.187] [0.423]

학력 　 　 　 Yes

관측치 776 776 776 776

R-squared 0.003 0.059 0.076 0.09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이러한 출산자녀수의 산업간 차이가 실제로 산업간의 경력단절위험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산업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종에

서 일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 위험도와 단

순 사무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 위험도 차이가 산업간 경력단절 위험도 차이 보

다 출산결정에 있어서 좀 더 유효한 요소일 수 있다. 출산결정에 있어 직종의 역할

을 고려하기 위해, 30대 주 일자리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9) 직종을 통제

한 후의 추정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의 대체적인 방향은 <표 

9) 직종분류는 통계청의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표 9> 추정결과 3(3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0대 공공부문 0.213 0.0956 -0.0697 0.0914

　 [0.142] [0.143] [0.148] [0.137]

가구소득 6.62e-05** 4.75e-05** 5.35e-05**

　 [2.60e-05] [2.03e-05] [2.31e-05]

연령 -0.0258*** -0.0212***

　 [0.00188] [0.00219]

상수 1.354*** 1.113*** 2.405*** 1.849***

　 [0.0191] [0.0938] [0.153] [0.169]

학력 　 　 　 Yes　

관측치 2470 2470 2470 2468

R-squared 0.001 0.065 0.177 0.238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둘째 자녀에 대한 강한 선호에 따

른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30대 공공부문 종사여부에 관한 변수와 자녀수 

사이에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30대 공공부문 종사여부의 효과를 추정

하였다. 공공부문의 직업 안정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20대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

의 여부는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여부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앞의 결과

가 보여주듯이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다고 자녀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기 때

문에 20대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의 여부는 좋은 도구변수가 된다. 도구변수 추정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30대 공공부문 변수의 

경우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부호도 양수이다. 즉, 모형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여성의 경우 과거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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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 0.6명 정도의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추정결과 4(IV estimation)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0대 공공부문 0.521** 0.612** 0.605** 0.675**

　 [0.219] [0.246] [0.252] [0.289]

가구소득 7.67e-05*** 7.84e-05*** 8.10e-05***

　 [1.25e-05] [1.21e-05] [1.20e-05]

연령 -0.0136*** -0.0128**

　 [0.00415] [0.00513]

상수 1.729*** 1.447*** 2.018*** 1.450***

　 [0.0277] [0.0587] [0.187] [0.423]

학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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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003 0.059 0.076 0.09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이러한 출산자녀수의 산업간 차이가 실제로 산업간의 경력단절위험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산업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종에

서 일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 위험도와 단

순 사무직으로 일할 때의 경력단절 위험도 차이가 산업간 경력단절 위험도 차이 보

다 출산결정에 있어서 좀 더 유효한 요소일 수 있다. 출산결정에 있어 직종의 역할

을 고려하기 위해, 30대 주 일자리의 직종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9) 직종을 통제

한 후의 추정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결과의 대체적인 방향은 <표 

9) 직종분류는 통계청의 대분류를 사용하였다.

<표 9> 추정결과 3(30대 공공부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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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둘째 자녀에 대한 강한 선호에 따

른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30대 공공부문 종사여부에 관한 변수와 자녀수 

사이에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여 30대 공공부문 종사여부의 효과를 추정

하였다. 공공부문의 직업 안정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20대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

의 여부는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여부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앞의 결과

가 보여주듯이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다고 자녀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기 때

문에 20대 공공부문에서 종사했는지의 여부는 좋은 도구변수가 된다. 도구변수 추정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30대 공공부문 변수의 

경우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부호도 양수이다. 즉, 모형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한 여성의 경우 과거에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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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위의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꼭 짚고 가야할 다음과 같은 2가지 정도의 논점이 있

다. 첫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 경력단절위험도의 산업간 차이가 

아니라 그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질적 혹은 양적인 차이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가령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차이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에서도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경우 퇴근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어 퇴근시간이 일정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야근이 잦다. 이러한 차

이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부문간 출산 자녀수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의 차이까지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추정

치를 얻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여부 등 육아에 있어서 부문간 차이 등도 추가적으

로 통제되어야 경력단절의 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서 부

문별 여성의 평균 재직연수 같은 변수를 경력단절의 지표로 사용하여 직접 경력단절 

위험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

은 변수는 한국고령자패널조사와 같이 노동시장을 마친 여성에 대한 직업력 조사를 

이용하면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의를 

‘공무원’ 수준에서 다소 좁게 정의하였다. 하지만, 공무원 수준의 안정성을 누리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많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공사, 사립학교 교사 등 많은 부문

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출산 전후의 경력이 보장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정의를 이와 

같은 부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했을 경우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교육종사자(산업분류 800)를 포함시켰을 

경우, 공공부문의 효과가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게 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차후의 연구에서 좀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판단된다.

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오히려 직종을 통제하고 난 후에 공공부문의 효과가 좀 더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같은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

하였던 여성이 민간부문에 종사했던 여성보다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

<표 11> 추정결과 4(IV estimation & 직종 통제)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30대 공공부문 1.248*** 1.381*** 1.388*** 1.650***

　 [0] [0.128] [0.126] [0.182]

현재 공공부문 -0.818* -0.625 -0.542 -0.0375

　 [0.473] [0.469] [0.423] [0.298]

가구소득 7.96e-05*** 8.36e-05*** 8.98e-05***

　 [1.68e-05] [1.69e-05] [1.57e-05]

연령 -0.0082 -0.00472

　 [0.00656] [0.00711]

상수 1.500*** 1.263*** 1.577*** 0.00354

　 [0.438] [0.404] [0.462] [0.704]

학력 　 　 　 Yes

30대 직종 Yes Yes Yes Yes

관측치 502 502 502 502

R-squared 0.022 0.079 0.083 0.123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brackets
    2) *** p<0.01,  ** p<0.05, * p<0.1
    3) 종속변수: 자녀수

이상의 추정결과를 정리해보자. 2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좀 더 많

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30대에 공공부문에서 일

하고 있는 여성은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에 비해 약 0.6명 정도 더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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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질적 혹은 양적인 차이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가령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차이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에서도 차이가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경우 퇴근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어 퇴근시간이 일정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야근이 잦다. 이러한 차

이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정한 부문간 출산 자녀수의 차이는 경력단절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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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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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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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교육종사자(산업분류 800)를 포함시켰을 

경우, 공공부문의 효과가 방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

게 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차후의 연구에서 좀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판단된다.

10>의 결과와 일치한다. 오히려 직종을 통제하고 난 후에 공공부문의 효과가 좀 더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예컨대 같은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30대에 공공부문에 종사

하였던 여성이 민간부문에 종사했던 여성보다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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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속변수: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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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과 민간부문의 여성의 출산 자녀수를 비교함으로써 추정하였다. 추정결

과, 30대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엄마의 경우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엄마보다 

0.67명 정도의 자녀를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시기에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출산 행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

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족친화정책에 시사

점을 제공해준다. 예컨대 현재의 출산율제고정책이 주로 보육시설 공급, 보조금 지

급 등을 통한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가와 더불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효과는 있다. 하지만, 보육시장이 활

성화가 된다고 해도 여성 근로자가 두 번째 이상의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가 

힘들어진다면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가 힘들 것이라는 시사점을 본 연구는 제공해주

고 있다. 따라서 유럽 선진국처럼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탄력근무제 등의 현재 시행 중인 

법적인 혜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통해 출산모의 경력단절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

였을 때만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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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근로조건과�출산력”

김현식·김지연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 노동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수들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

를 위해 여러 사회과학적 논리와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운 후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경험적 자

료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모형으로 콕스비례모형과 이산위험모형을 

선택하였다.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하여 출산월을 조작하는 모형을 추정하

고 출산순위별 차이를 고려하여 출산순위에 따른 모형을 설계하였다.
여성의 다양한 근로조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지위와 근로시간형태, 그리고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둘째자녀 출산의 경우 

대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값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둘째자녀의 경우 대졸과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무시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였다. 또한 첫째자녀 출산과 둘째자녀 출산 모두에서 임금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즉 2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의 출산력이 100만원 미

만을 받는 여성의 출산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가 보고하는 발견은 크게 두 가지를 지지한다.

하나는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출산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

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

질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조사를 통해 만난 많은 근로

여성들은 직장 내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였다. 따

라서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나 전시성 정책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

꾸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개발

하고 (재)훈련을 통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에 있는 여성들의 실질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여성근로자,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임금, 출산위험(hazards), 차별출산력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

김현식‧김지연1)

1)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보고서「여성근로자

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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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고 정교하게 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인구학이나 사

회학,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많은 분석들이 이론 없이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러 이론을 발전시

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간의 두 변수만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녀 순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발

전시켰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과 가치관의 변화로 대변되는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

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에 착목한 것도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본 심포지움 발표문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지 않

을 것이다. 이론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원래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과도 구분된다.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Pearl, 

2000; Rosenbaum, 2002). 예를 들어 관측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을 통제하였

다.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들 사이에도 혼동관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위해 하

나 이상의 추정모형을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대한 

고려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필자들이 판단하기

에 한국사회를 분석한 글 중에 이렇게 역방향인과관계를 고려한 논의는 필자들의 이

전 논문(김현식, 2012; 김현식·김지연, 2012)을 제외하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 모형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생존분석의 하나인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Cleves, Gould, & 

Gutierrez, 2004; Klein & Moeschberger, 2003). 여러 장에서 보여줄 것처럼, 우리

의 자료에서 비례위험의 형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비례위험의 가정이 

벗어날 경우 콕스모형은 편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산위험모형(discrete hazard model)의 결과를 같이 제

시하였다(Singer & Willet, 200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부터 2008년 조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남

재량 외, 2012). 한국노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점,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하

1. 서론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이후 저출산 시대가 장기화되면

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framework)을 구성하고 (Becker & Lewis, 1974; Caldwell, 1980; 

van de Kaa, 1987), 두 변수 사이의 실증적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히

는 데에 주력해왔다(Waite & Stolzenberg, 1976; Smith-Lovin & Tickamyer, 

1978; Cramer, 1980; Budig, 2003). 

국내에서는 인과관계보다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김지경 외, 2001; 김현숙, 2006; 

전은주 외, 2009)과 출산의 결정요인(이성용, 2009; 우석진, 2010)을 분석한 연구들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아 많은 한국의 유자녀 직장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일과 직장일을 병행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출산 지연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장지연, 2005; 유계숙,

2010; 송유미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취업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최경

수; 2008).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 노동조건

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수들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

에서는 직업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형태, 그리고 임금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이 이외의 다양한 근로조건, 예를 들어 출산휴가의 유무와 사용경험 같은 변수 또한 

중요한 사회이론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분석을 한 연구에 담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이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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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고 정교하게 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인구학이나 사

회학,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많은 분석들이 이론 없이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러 이론을 발전시

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간의 두 변수만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녀 순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발

전시켰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과 가치관의 변화로 대변되는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

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에 착목한 것도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

지만 본 심포지움 발표문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지 않

을 것이다. 이론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원래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다른 어떤 연구들과도 구분된다.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Pearl, 

2000; Rosenbaum, 2002). 예를 들어 관측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을 통제하였

다. 처치변수(treatment variable)들 사이에도 혼동관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위해 하

나 이상의 추정모형을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에 대한 

고려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필자들이 판단하기

에 한국사회를 분석한 글 중에 이렇게 역방향인과관계를 고려한 논의는 필자들의 이

전 논문(김현식, 2012; 김현식·김지연, 2012)을 제외하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 모형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생존분석의 하나인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Cleves, Gould, & 

Gutierrez, 2004; Klein & Moeschberger, 2003). 여러 장에서 보여줄 것처럼, 우리

의 자료에서 비례위험의 형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비례위험의 가정이 

벗어날 경우 콕스모형은 편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이산위험모형(discrete hazard model)의 결과를 같이 제

시하였다(Singer & Willet, 200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년부터 2008년 조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남

재량 외, 2012). 한국노동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점,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하

1. 서론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이후 저출산 시대가 장기화되면

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다.

해외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framework)을 구성하고 (Becker & Lewis, 1974; Caldwell, 1980; 

van de Kaa, 1987), 두 변수 사이의 실증적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히

는 데에 주력해왔다(Waite & Stolzenberg, 1976; Smith-Lovin & Tickamyer, 

1978; Cramer, 1980; Budig, 2003). 

국내에서는 인과관계보다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김지경 외, 2001; 김현숙, 2006; 

전은주 외, 2009)과 출산의 결정요인(이성용, 2009; 우석진, 2010)을 분석한 연구들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아 많은 한국의 유자녀 직장여성들이 육아 및 가사일과 직장일을 병행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출산 지연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장지연, 2005; 유계숙,

2010; 송유미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취업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최경

수; 2008).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한국 여성들이 직면하는 주요 노동조건

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수들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으나 여기

에서는 직업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형태, 그리고 임금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

이 이외의 다양한 근로조건, 예를 들어 출산휴가의 유무와 사용경험 같은 변수 또한 

중요한 사회이론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분석을 한 연구에 담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이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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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 변수, 즉 단순한 근로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근로시

간형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에

서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을 질문하

였기 때문에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변수가 가지는 

값을 주당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의 범주형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임금은 만원 단위로 측정된 월평균 임금액수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

수를 반영하여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한 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범주로 나눈 가변

수를 만들어 모형에 포함하였다: 0-99만원(0), 100-199만원(1), 200만원 이상(2). 

차후에 설명할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도 2006년 기준으로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후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여성근로자가 속한 산업의 경우 2002년부터 적용된 신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대분류를 측정하기에는 각 대분류에 속하는 사례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농업, 광공업(0), 도소매 및 소비자용

품 수리업(1), 교육서비스업(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 기타(4). 농업, 광공업을 

기본범주로 하고 다른 산업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업분

류 또한 신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나 사례수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입법 등 전문가(0: 0~199수준), 기술공 및 준전문가(1: 200-299

수준), 사무종사자(2: 300-399수준), 서비스종사자(3: 400-499수준), 판매종사자(4: 

500-599수준), 기타(5: 600-999수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변수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이 변

수들이 주된 일자리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만약 주된 일자리가 아닌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직업이 있어서 그 일자리의 특성이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 및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주된 일자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자

리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으며 향

여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한 연구설계는 본 연구의 연구관심을 검증하는데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자원이 되어줄 것으로 확

신한다.

2. 자료 및 변수

1. 자료 및 변수의 조작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1차-11차(1998-2008)년도 자료를 분석한다. 한

국노동패널은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패널조사이

며, 현재 11차까지 자료가 활용가능하다(남재량 외, 2012). 한국노동패널은 노동시

장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정보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개인변수, 예를 들어, 교육 및 가구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여러 다양한 근로조건 중에서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및 임금이 출

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종사상지위는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로 측정되었으며 상용직이 0의 값을 갖는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가 

되고 임시·일용직이 1의 값을 갖고 있다. 원자료에서는 이 이외에도 고용주/자영업자

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범주가 측정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이들 범주를 분석에 포

함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피고용자라고 하는 단순한 범주로 한정

시켜 명확한 분석에 따른 분명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형태는 정규근로시간이 있는지와 초과근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

지 범주를 지닌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즉, 근로시간형태 변수는 정규근로시간

이 없음(0),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며 초과근로가 없음(1),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나 초

과근로가 있음(2)의 변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마지

막 두 변수를 표시하는 두 개의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많은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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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 변수, 즉 단순한 근로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근로시

간형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에

서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시간을 질문하

였기 때문에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변수가 가지는 

값을 주당 40시간 미만, 40시간, 40시간 초과의 범주형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임금은 만원 단위로 측정된 월평균 임금액수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2)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

수를 반영하여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한 후,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범주로 나눈 가변

수를 만들어 모형에 포함하였다: 0-99만원(0), 100-199만원(1), 200만원 이상(2). 

차후에 설명할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도 2006년 기준으로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후 

범주형 변수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여성근로자가 속한 산업의 경우 2002년부터 적용된 신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대분류를 측정하기에는 각 대분류에 속하는 사례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농업, 광공업(0), 도소매 및 소비자용

품 수리업(1), 교육서비스업(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 기타(4). 농업, 광공업을 

기본범주로 하고 다른 산업을 나타내는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업분

류 또한 신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 측정하였으나 사례수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입법 등 전문가(0: 0~199수준), 기술공 및 준전문가(1: 200-299

수준), 사무종사자(2: 300-399수준), 서비스종사자(3: 400-499수준), 판매종사자(4: 

500-599수준), 기타(5: 600-999수준).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변수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이 변

수들이 주된 일자리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만약 주된 일자리가 아닌 두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직업이 있어서 그 일자리의 특성이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 및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주된 일자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자

리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으며 향

여 미세한 부분까지 측정한 연구설계는 본 연구의 연구관심을 검증하는데 다양한 기

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자원이 되어줄 것으로 확

신한다.

2. 자료 및 변수

1. 자료 및 변수의 조작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1차-11차(1998-2008)년도 자료를 분석한다. 한

국노동패널은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패널조사이

며, 현재 11차까지 자료가 활용가능하다(남재량 외, 2012). 한국노동패널은 노동시

장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노동시장정보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개인변수, 예를 들어, 교육 및 가구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데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여러 다양한 근로조건 중에서 종사상지위, 근로시간형태 및 임금이 출

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종사상지위는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로 측정되었으며 상용직이 0의 값을 갖는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가 

되고 임시·일용직이 1의 값을 갖고 있다. 원자료에서는 이 이외에도 고용주/자영업자

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범주가 측정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이들 범주를 분석에 포

함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피고용자라고 하는 단순한 범주로 한정

시켜 명확한 분석에 따른 분명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근로시간형태는 정규근로시간이 있는지와 초과근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 가

지 범주를 지닌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즉, 근로시간형태 변수는 정규근로시간

이 없음(0),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며 초과근로가 없음(1),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나 초

과근로가 있음(2)의 변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마지

막 두 변수를 표시하는 두 개의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많은 독자들이 



94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

이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의 측정

변수가 이러한 차이를 생산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면 분석결과가 왜곡되

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례 수는 측정오차를 줄여 보다 

명확한 가설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여성근로자를 같이 분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에 더하여 본 연

구에서는 기존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임기 여성으로 볼 수 있는 15

세에서 49세인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있어 결측치가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

하는 완전자료법(complete approach 혹은 listwise deletion)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방법은 조사에 대한 무응답 문제,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종단자료를 분

석하는 데 있어 종단적 유실(longitudinal attrition)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이 종단적 유실이나 무응답을 완전히 설명하는 변

수들이라면 우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다

(Little & Rubi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종단적 유실을 고려하는 모형, 예

를 들면 다중대체를 통한 자료 분석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통계: 변수별 조출생율(crude birth rate)

1. 첫째자녀 분석자료

〈표 1〉에서 관측 달은 모든 관측된 총 달수를 의미하며 출산 수는 각 변수에서 

관측된 출산수를 나타낸다.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출산수를 관측 달로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구한 수인데, 이는 한 여성이 첫째자녀를 가진 위험과 동일한 

후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에 걸쳐 공통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사용

하고 각 모형별로 처치변수만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혼동변수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정도는 고졸미만, 고졸, 대학이상의 범주를 가

지고 있으며 고졸미만을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되었다.

여성의 출생코호트는 60년대 이하를 기본범주로 하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70년대생, 그리고 80년 이후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출산력을 설명하

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치에 심각한 편

의(bias)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소득 또한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지

난 일 년 간 소득이 0에서 1999 만원을 기본범주로 2000-3999만원, 4000-5999만

원, 6000만원이상의 가변수들을 만들었다. 거주형태는 가구소득 변동이 연도별로 심

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용하다. 이 또

한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자가소유를 기본범주로 전세, 월세, 다른 형태의 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가구원수는 1-2명을 기본범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3

명 그리고 4명 이상인 가구와 비교하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성 자신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변수화하

였다. 이는 가족 내 여성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변수로써 매우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현식·김지연, 2012). 거주지역은 크게 시군구로 

나누어 시를 기본범주로 하는 두 개의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2. 자료의 선별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피고용자로서 취업한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물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나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자영업

자와 같은 근로자들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의 

주 연구목적이 근로조건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여성들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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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

이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의 측정

변수가 이러한 차이를 생산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면 분석결과가 왜곡되

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사례 수는 측정오차를 줄여 보다 

명확한 가설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여성근로자를 같이 분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이에 더하여 본 연

구에서는 기존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임기 여성으로 볼 수 있는 15

세에서 49세인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있어 결측치가 있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

하는 완전자료법(complete approach 혹은 listwise deletion)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방법은 조사에 대한 무응답 문제,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종단자료를 분

석하는 데 있어 종단적 유실(longitudinal attrition)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이 종단적 유실이나 무응답을 완전히 설명하는 변

수들이라면 우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다

(Little & Rubi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종단적 유실을 고려하는 모형, 예

를 들면 다중대체를 통한 자료 분석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통계: 변수별 조출생율(crude birth rate)

1. 첫째자녀 분석자료

〈표 1〉에서 관측 달은 모든 관측된 총 달수를 의미하며 출산 수는 각 변수에서 

관측된 출산수를 나타낸다.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출산수를 관측 달로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구한 수인데, 이는 한 여성이 첫째자녀를 가진 위험과 동일한 

후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에 걸쳐 공통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사용

하고 각 모형별로 처치변수만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혼동변수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정도는 고졸미만, 고졸, 대학이상의 범주를 가

지고 있으며 고졸미만을 기본범주(baseline category)로 하는 가변수로 변환되었다.

여성의 출생코호트는 60년대 이하를 기본범주로 하는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70년대생, 그리고 80년 이후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출산력을 설명하

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치에 심각한 편

의(bias)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소득 또한 범주형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지

난 일 년 간 소득이 0에서 1999 만원을 기본범주로 2000-3999만원, 4000-5999만

원, 6000만원이상의 가변수들을 만들었다. 거주형태는 가구소득 변동이 연도별로 심

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용하다. 이 또

한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자가소유를 기본범주로 전세, 월세, 다른 형태의 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가구원수는 1-2명을 기본범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3

명 그리고 4명 이상인 가구와 비교하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성 자신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를 변수화하

였다. 이는 가족 내 여성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변수로써 매우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현식·김지연, 2012). 거주지역은 크게 시군구로 

나누어 시를 기본범주로 하는 두 개의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2. 자료의 선별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피고용자로서 취업한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물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나 무급가족종사자 혹은 자영업

자와 같은 근로자들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의 

주 연구목적이 근로조건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않는 여성들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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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월에 조작을 했을 경우 조출생률이 증가한 것은 관측 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5개월이나 8개월의 시차를 

주었을 때 관측 달이 줄어드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다소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가지 근거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전 관

측 달과 다음 시기의 관측 달 혹은 자녀출산 달 사이의 기간이 24개월이 넘지 않도

록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료를 설정하게 되면 출산 월을 조작하지 않

을 경우에는 분석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출산 월을 빼주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료상의 사건 수가 늘어나게 된다.

첫째자녀 출산위험 분석자료의 변수별 조출생률을 제시한〈표 1〉에서와 같이, 시

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하였을 경우 조출생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조출생률은 모든 시차에 대해 제시하되 이후부터는 시차 미적용의 경우만 간략히 살

펴보도록 한다.

먼저 노동조건별로 조출생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

직이 임시·일용직보다 0.5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적 안정

성이 출산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시간별로 살펴보면, 정규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와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근로가 없는 경우에 조출생률이 

각각 1.453과 1.479였지만,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는 1.825로 나타났다. 근로시

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이것이 조출생률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 임금수준별로는 각 범주에 따라 조출생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99만원 미만이 1.093, 200만원 미만 1.77, 200만원 이상 3.347이었다. 임금이 200

만원 이상일 경우 99만원 미만에 비해 조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으로 볼 때 

향후 통계 분석시 임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둘째자녀 분석자료

둘째자녀 출산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조출생률은 1.898로 첫째자녀의 

위험형태를 15세부터 49세까지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보여준다.

아래 통계치에 조출생률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흔히 인구학에서 구하는 조출생

률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조출생률은 

출산수를 연도별 인구 년(person-years)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구 년은 총 여성이 

일 년간 산 기간을 구한 값이다(Preston, Heuveline, & Guillot, 2001). 여기서 계

산된 조출생률이 흔히 사용되는 인구 년과 다른 점은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출산 

월까지만 인구 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모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여기서의 조

출생률과 가장 흔히 사용하는 출산력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조출생률의 경우 

여성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연령구조를 통제하기 위하

여 여성 연령을 표준화한다는 점이다.

<표 1> 조출생률 ― 첫째자녀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계 59520 308 1.552 58271 353 1.817 57590 359 1.870 
종사상

지위

상용 50062 273 1.636 48932 308 1.888 48379 317 1.966 
임시·일용 9458 35 1.110 9339 45 1.446 9211 42 1.368 

근무시간 비정규 4954 24 1.453 4915 31 1.892 4799 31 1.938 
정규초과무 41579 205 1.479 40636 230 1.698 40212 231 1.723 
정규초과유 12987 79 1.825 12720 92 2.170 12579 97 2.313 

임금 0-99만원 28540 104 1.093 28165 139 1.481 27915 151 1.623 
100-199만원 26947 159 1.770 26245 182 2.080 25902 180 2.085 
200만원 이상 4033 45 3.347 3861 32 2.486 3773 28 2.226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첫째아에 대한 조출생률은 1.552로 

나타났으며 5개월을 뺐을 때는 1.817, 8개월을 뺐을 때는 1.870이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45에서 1.08사이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 보

았을 때(통계청, 2012), 이러한 조출생률 수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크게 

선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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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월에 조작을 했을 경우 조출생률이 증가한 것은 관측 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5개월이나 8개월의 시차를 

주었을 때 관측 달이 줄어드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은 다소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가지 근거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전 관

측 달과 다음 시기의 관측 달 혹은 자녀출산 달 사이의 기간이 24개월이 넘지 않도

록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료를 설정하게 되면 출산 월을 조작하지 않

을 경우에는 분석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출산 월을 빼주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료상의 사건 수가 늘어나게 된다.

첫째자녀 출산위험 분석자료의 변수별 조출생률을 제시한〈표 1〉에서와 같이, 시

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하였을 경우 조출생률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조출생률은 모든 시차에 대해 제시하되 이후부터는 시차 미적용의 경우만 간략히 살

펴보도록 한다.

먼저 노동조건별로 조출생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

직이 임시·일용직보다 0.5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적 안정

성이 출산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시간별로 살펴보면, 정규

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와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근로가 없는 경우에 조출생률이 

각각 1.453과 1.479였지만,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는 1.825로 나타났다. 근로시

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이것이 조출생률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암

시하고 있다. 임금수준별로는 각 범주에 따라 조출생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99만원 미만이 1.093, 200만원 미만 1.77, 200만원 이상 3.347이었다. 임금이 200

만원 이상일 경우 99만원 미만에 비해 조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으로 볼 때 

향후 통계 분석시 임금과 출산력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둘째자녀 분석자료

둘째자녀 출산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조출생률은 1.898로 첫째자녀의 

위험형태를 15세부터 49세까지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보여준다.

아래 통계치에 조출생률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흔히 인구학에서 구하는 조출생

률과 약간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조출생률은 

출산수를 연도별 인구 년(person-years)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구 년은 총 여성이 

일 년간 산 기간을 구한 값이다(Preston, Heuveline, & Guillot, 2001). 여기서 계

산된 조출생률이 흔히 사용되는 인구 년과 다른 점은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출산 

월까지만 인구 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모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여기서의 조

출생률과 가장 흔히 사용하는 출산력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조출생률의 경우 

여성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는 반면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연령구조를 통제하기 위하

여 여성 연령을 표준화한다는 점이다.

<표 1> 조출생률 ― 첫째자녀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계 59520 308 1.552 58271 353 1.817 57590 359 1.870 
종사상

지위

상용 50062 273 1.636 48932 308 1.888 48379 317 1.966 
임시·일용 9458 35 1.110 9339 45 1.446 9211 42 1.368 

근무시간 비정규 4954 24 1.453 4915 31 1.892 4799 31 1.938 
정규초과무 41579 205 1.479 40636 230 1.698 40212 231 1.723 
정규초과유 12987 79 1.825 12720 92 2.170 12579 97 2.313 

임금 0-99만원 28540 104 1.093 28165 139 1.481 27915 151 1.623 
100-199만원 26947 159 1.770 26245 182 2.080 25902 180 2.085 
200만원 이상 4033 45 3.347 3861 32 2.486 3773 28 2.226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첫째아에 대한 조출생률은 1.552로 

나타났으며 5개월을 뺐을 때는 1.817, 8개월을 뺐을 때는 1.870이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45에서 1.08사이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해 보

았을 때(통계청, 2012), 이러한 조출생률 수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크게 

선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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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둘째자녀 출산에 있어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와 비교하여 그 절대적 크기가 유사

할 것이다.

가설 1-3. 교육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즉 교육

과 임시·일용직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분석결과의 하나로서 통상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서는 분석시간별로 사건

을 겪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생존곡선(survivorship curve)을 제시하지만 우리

는 대신 출산위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주별로 위험이 비례적인지를 보여주는 출산위험곡선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고려에 기인한다. 다음의 〔그림 1〕은 세 가지 출산 월에 대

한 조작에 따른 첫째자녀의 출산위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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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0.35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2〉참조). 시차를 적용할 경우

에는 2.0이상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조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표 2> 조출생률 ― 둘째자녀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계 18491 117 1.898 18189 136 2.243 18014 136 2.265 
종사상

지위

상용 14357 100 2.090 14077 116 2.472 13944 117 2.517 
임시·일용 4134 17 1.234 4112 20 1.459 4070 19 1.400 

근무시간 비정규 2660 12 1.353 2567 17 1.987 2593 19 2.198 
정규초과무 11681 66 1.695 11517 74 1.928 11460 77 2.016 
정규초과유 4150 39 2.819 4105 45 3.289 3961 40 3.030 

임금 0-99만원 7778 28 1.080 7876 39 1.486 7857 41 1.565 
100-199만원 7523 55 2.193 7307 66 2.710 7240 66 2.735 
200만원 이상 3190 34 3.197 3006 31 3.094 2917 29 2.983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일 경우 2.09의 조출생률을, 임시·일용직일 경우 1.234

의 조출생률을 보여 둘째자녀의 경우에도 역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짐작케 한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조출생률이 높아지는 첫째자녀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353의 조

출생률을 보였으나,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2.819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임금 또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조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상위 범주인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97의 높은 조출생률을 보였고,

최하우 99만원 이하에서는 조출생률이 1.080에 불과했다.

4. 모형추정: 종사상 지위와 출산력

1. 연구가설

가설 1-1.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의 출산력이 상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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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둘째자녀 출산에 있어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와 비교하여 그 절대적 크기가 유사

할 것이다.

가설 1-3. 교육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의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즉 교육

과 임시·일용직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이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분석결과의 하나로서 통상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서는 분석시간별로 사건

을 겪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생존곡선(survivorship curve)을 제시하지만 우리

는 대신 출산위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주별로 위험이 비례적인지를 보여주는 출산위험곡선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고려에 기인한다. 다음의 〔그림 1〕은 세 가지 출산 월에 대

한 조작에 따른 첫째자녀의 출산위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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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0.35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 2〉참조). 시차를 적용할 경우

에는 2.0이상도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조출생률을 보이고 있다.

 <표 2> 조출생률 ― 둘째자녀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생률

계 18491 117 1.898 18189 136 2.243 18014 136 2.265 
종사상

지위

상용 14357 100 2.090 14077 116 2.472 13944 117 2.517 
임시·일용 4134 17 1.234 4112 20 1.459 4070 19 1.400 

근무시간 비정규 2660 12 1.353 2567 17 1.987 2593 19 2.198 
정규초과무 11681 66 1.695 11517 74 1.928 11460 77 2.016 
정규초과유 4150 39 2.819 4105 45 3.289 3961 40 3.030 

임금 0-99만원 7778 28 1.080 7876 39 1.486 7857 41 1.565 
100-199만원 7523 55 2.193 7307 66 2.710 7240 66 2.735 
200만원 이상 3190 34 3.197 3006 31 3.094 2917 29 2.983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일 경우 2.09의 조출생률을, 임시·일용직일 경우 1.234

의 조출생률을 보여 둘째자녀의 경우에도 역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짐작케 한다. 근로시간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조출생률이 높아지는 첫째자녀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353의 조

출생률을 보였으나,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2.819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임금 또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조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최상위 범주인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97의 높은 조출생률을 보였고,

최하우 99만원 이하에서는 조출생률이 1.080에 불과했다.

4. 모형추정: 종사상 지위와 출산력

1. 연구가설

가설 1-1.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의 출산력이 상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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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40 1.151 0.203 1.225 0.042 1.043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76 1.193 0.221 1.247 0.049 1.05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61 1.175 0.289 1.335 0.052 1.054 

교육 고졸 0.227 1.254 0.119 1.126 0.113 1.120 
대졸이상 -0.612 0.542 -0.261 0.770 -0.205 0.815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089 0.915 -0.458 0.633 -0.160 0.852 
대졸*임시일용 0.453 1.573 0.262 1.299 0.383 1.467 

p-value: *<0.05, **<0.01, ***<0.001

교육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를 보면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험모형이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졸미만 여성에 비해 고졸인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

직의 효과가 작아지지만 대학이상의 경우 고졸미만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효과

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 보인다.

 2) 둘째자녀

아래의 〔그림 2〕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둘째자녀의 출산위험 분포를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x-axis)은 첫째자녀 출산 이후의 개월 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의 첫 번째 그림, 즉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자료의 출산

위험 분포를 보면 임시일용직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이 높았으나 일정정도 시간이 

지난 뒤 위험분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즉 비례위험의 가정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월에 일정정도의 개월 수를 빼준 다른 두 자료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8개월을 뺄 경우에는 처음에 임시일용직

의 출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위 그림을 보면 상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차이는 약 서른 살

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개월 시차

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출산 월에 대한 조작에 따라 그리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단순히 위의 그림으로 판단했을 경우 비례위험의 가정

이 매우 많이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콕스비례위험과 이산위험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살펴보면 산업과 직업을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일용직에 있는 계수의 값은 0.132로 이

는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은 exp(0.132) =1.141정도 높은 출산위험을 경험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수의 값은 출산 월에 시차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모든 계수의 값이 일반적인 수준인 

p-value<0.05에 미치지 못해 통계적 유의미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과 

직업을 통제한 모형이나 이산확률모형을 적용한 모형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 사이에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3>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32 1.141 0.193 1.213 0.062 1.064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54 1.167 0.202 1.224 0.068 1.07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46 1.157 0.241 1.272 0.048 1.049 

교육 고졸 0.196 1.216 0.117 1.124 0.110 1.117 
대졸이상 -0.543 0.581 -0.271 0.763 -0.250 0.779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125 0.883 -0.386 0.680 -0.114 0.892 
대졸*임시일용 0.497 1.643 0.453 1.574 0.590 1.803 

p-value: *<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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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40 1.151 0.203 1.225 0.042 1.043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76 1.193 0.221 1.247 0.049 1.05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61 1.175 0.289 1.335 0.052 1.054 

교육 고졸 0.227 1.254 0.119 1.126 0.113 1.120 
대졸이상 -0.612 0.542 -0.261 0.770 -0.205 0.815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089 0.915 -0.458 0.633 -0.160 0.852 
대졸*임시일용 0.453 1.573 0.262 1.299 0.383 1.467 

p-value: *<0.05, **<0.01, ***<0.001

교육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를 보면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험모형이 유

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졸미만 여성에 비해 고졸인 여성의 경우 임시일용

직의 효과가 작아지지만 대학이상의 경우 고졸미만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효과

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워 보인다.

 2) 둘째자녀

아래의 〔그림 2〕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둘째자녀의 출산위험 분포를 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x-axis)은 첫째자녀 출산 이후의 개월 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의 첫 번째 그림, 즉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자료의 출산

위험 분포를 보면 임시일용직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이 높았으나 일정정도 시간이 

지난 뒤 위험분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즉 비례위험의 가정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 월에 일정정도의 개월 수를 빼준 다른 두 자료

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8개월을 뺄 경우에는 처음에 임시일용직

의 출산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위 그림을 보면 상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차이는 약 서른 살

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개월 시차

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간 크게 나타나지만 출산 월에 대한 조작에 따라 그리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단순히 위의 그림으로 판단했을 경우 비례위험의 가정

이 매우 많이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의 〈표 3〉과 〈표 4〉는 콕스비례위험과 이산위험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살펴보면 산업과 직업을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일용직에 있는 계수의 값은 0.132로 이

는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은 exp(0.132) =1.141정도 높은 출산위험을 경험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수의 값은 출산 월에 시차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모든 계수의 값이 일반적인 수준인 

p-value<0.05에 미치지 못해 통계적 유의미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과 

직업을 통제한 모형이나 이산확률모형을 적용한 모형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는 여성 사이에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표 3>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32 1.141 0.193 1.213 0.062 1.064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54 1.167 0.202 1.224 0.068 1.07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146 1.157 0.241 1.272 0.048 1.049 

교육 고졸 0.196 1.216 0.117 1.124 0.110 1.117 
대졸이상 -0.543 0.581 -0.271 0.763 -0.250 0.779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125 0.883 -0.386 0.680 -0.114 0.892 
대졸*임시일용 0.497 1.643 0.453 1.574 0.590 1.803 

p-value: *<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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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에서 의미 있는 발견은 출산 월에 5개월을 뺀 경우 대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해 

보면 고졸미만의 여성에 비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임시일용직에 근무할 

경우 출산위험을 4배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을 포함하

는 모형에 있어 임시일용변수에 놓인 계수 값이 보여주듯 고졸 미만의 여성에게 임

시일용직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이지만 대학교육이상을 받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시일

용직은 출산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고졸미만 여성의 경우 상

용직이 주는 안정성이 출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상용직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려로 자녀를 출산하기를 꺼려하

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6> 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29 1.029 -0.029 0.972 -0.079 0.924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15 0.986 -0.033 0.968 -0.113 0.893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15 0.985 -0.293 0.746 -0.424 0.654 

교육 고졸 -0.557 0.573 -0.809 ** 0.445 -0.933 ** 0.393 
대졸이상 0.470 1.600 0.174 1.190 0.172 1.188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075 0.928 1.144 3.139 1.980 * 7.241 
대졸*임시일용 0.083 1.087 2.141 * 8.504 1.867 6.470 

p-value: *<0.05, **<0.01, ***<0.001

또한 8개월을 제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앞서 방법론에 관한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는 과소추정의 위험이 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독자들은 위에서 제시

하는 해석방법을 따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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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와 〈표 6〉은 둘째자녀 출산에 관한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

험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과 직종을 통제하거나 하지 않거나 임시일용직

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상용직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출산 월에 대한 조작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임시일

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출산력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수들을 보면 절대값의 크기가 거의 0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만약 우리의 자료가 매우 많은 사례수를 담고 있어 표준오차가 매우 작아

져서 통계적 유의미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의 크기로는 어떤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표 5> 둘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90 1.094 0.011 1.011 -0.070 0.933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57 1.059 0.009 1.009 -0.082 0.92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51 1.052 -0.226 0.798 -0.360 0.698 

교육 고졸 -0.501 0.606 -0.740 * 0.477 -0.851 ** 0.427 
대졸이상 0.261 1.299 0.138 1.148 0.178 1.194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206 0.814 0.897 2.452 1.727 * 5.625 
대졸*임시일용 0.294 1.342 1.556 ** 4.740 1.446 4.246 

p-value: *<0.05, **<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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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에서 의미 있는 발견은 출산 월에 5개월을 뺀 경우 대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해 

보면 고졸미만의 여성에 비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임시일용직에 근무할 

경우 출산위험을 4배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을 포함하

는 모형에 있어 임시일용변수에 놓인 계수 값이 보여주듯 고졸 미만의 여성에게 임

시일용직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이지만 대학교육이상을 받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시일

용직은 출산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고졸미만 여성의 경우 상

용직이 주는 안정성이 출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상용직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려로 자녀를 출산하기를 꺼려하

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6> 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29 1.029 -0.029 0.972 -0.079 0.924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15 0.986 -0.033 0.968 -0.113 0.893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15 0.985 -0.293 0.746 -0.424 0.654 

교육 고졸 -0.557 0.573 -0.809 ** 0.445 -0.933 ** 0.393 
대졸이상 0.470 1.600 0.174 1.190 0.172 1.188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075 0.928 1.144 3.139 1.980 * 7.241 
대졸*임시일용 0.083 1.087 2.141 * 8.504 1.867 6.470 

p-value: *<0.05, **<0.01, ***<0.001

또한 8개월을 제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졸과 임시일용직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앞서 방법론에 관한 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는 과소추정의 위험이 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독자들은 위에서 제시

하는 해석방법을 따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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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5〉와 〈표 6〉은 둘째자녀 출산에 관한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

험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과 직종을 통제하거나 하지 않거나 임시일용직

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상용직에 있는 여성의 출산위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출산 월에 대한 조작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임시일

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출산력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수들을 보면 절대값의 크기가 거의 0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만약 우리의 자료가 매우 많은 사례수를 담고 있어 표준오차가 매우 작아

져서 통계적 유의미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의 크기로는 어떤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표 5> 둘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종사상 지위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90 1.094 0.011 1.011 -0.070 0.933 
산업/직업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57 1.059 0.009 1.009 -0.082 0.921 
상호작용 포함 종사상지위 임시일용 0.051 1.052 -0.226 0.798 -0.360 0.698 

교육 고졸 -0.501 0.606 -0.740 * 0.477 -0.851 ** 0.427 
대졸이상 0.261 1.299 0.138 1.148 0.178 1.194 

교육*지위 고졸*임시일용 -0.206 0.814 0.897 2.452 1.727 * 5.625 
대졸*임시일용 0.294 1.342 1.556 ** 4.740 1.446 4.246 

p-value: *<0.05, **<0.01, ***<0.001



104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으로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근로시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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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표 8〉은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위험을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

험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들

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근무 시간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초과근무가 있던 없던 정규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출산위험이 떨어진다는 점

이다. 이러한 발견은 콕스모형이나 이산위험모형 모두에서 그리고 다양한 출산 월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모든 계수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과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검증한 통계 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효과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모형추정: 여성의 근무시간형태와 출산력

1. 연구가설

가설 2-1.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며 초과근로시간

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력이 높을 것이지만 정규근로시

간이 있으며 초과근로시간이 없는 여성의 출산력이 가장 높을 것이다.

가설 2-2. 근로시간형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3.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근로시간이 없는 업

무의 효과가 음의 방향을 띨 것이며 이러한 음의 효과는 정규근로시간

이 있고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직종에서 더 클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그림3〕은 세 가지 근무시간형태, 즉 비정규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없는 정규

근무시간 존재,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이 있는 정규근무시간 존재에 따른 첫째자녀 출

산위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 가

지 근무시간형태는 3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를 제외하면 출산위험의 분

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5개월과 8개월을 뺀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있는 

정규근로시간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로시간 근무자에 비해 약간 높

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근로시간을 누리고 있는 근로자는 30세를 전

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나 양 극단의 연령에서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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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근로시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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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표 8〉은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위험을 콕스비례위험모형과 이산위

험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들

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근무 시간이 없는 경우

에 비해 초과근무가 있던 없던 정규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출산위험이 떨어진다는 점

이다. 이러한 발견은 콕스모형이나 이산위험모형 모두에서 그리고 다양한 출산 월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모든 계수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과대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검증한 통계 값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효과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모형추정: 여성의 근무시간형태와 출산력

1. 연구가설

가설 2-1.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규근로시간이 있으며 초과근로시간

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력이 높을 것이지만 정규근로시

간이 있으며 초과근로시간이 없는 여성의 출산력이 가장 높을 것이다.

가설 2-2. 근로시간형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에 따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3.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초과근로시간이 없는 업

무의 효과가 음의 방향을 띨 것이며 이러한 음의 효과는 정규근로시간

이 있고 초과근로시간이 있는 직종에서 더 클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그림3〕은 세 가지 근무시간형태, 즉 비정규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없는 정규

근무시간 존재,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이 있는 정규근무시간 존재에 따른 첫째자녀 출

산위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 가

지 근무시간형태는 3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를 제외하면 출산위험의 분

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반해 5개월과 8개월을 뺀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있는 

정규근로시간 근무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로시간 근무자에 비해 약간 높

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근로시간을 누리고 있는 근로자는 30세를 전

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나 양 극단의 연령에서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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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근로시간 근로자들의 경우는 약간 다른 형태

를 띠고 있어 비례위험 모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림 4〕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근로시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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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과 〈표 10〉에 나타난 결과들은 교육과의 상호작용 항을 고려하지 않았

을 경우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는 차별출산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둘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87 1.091 -0.133 0.875 -0.222 0.801 
정규초과유 0.401 1.493 0.302 1.353 0.099 1.104 

산업/직업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101 1.107 -0.141 0.868 -0.245 0.782 
정규초과유 0.426 1.531 0.326 1.386 0.085 1.089 

상호작용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58 1.060 0.056 1.058 0.018 1.019 
정규초과유 0.299 1.348 0.396 1.486 0.194 1.214 

교육 고졸 -0.747 0.474 -0.295 0.745 0.002 1.002 
대졸이상 -19.269 *** 0.000 1.917 *** 6.800 2.345 *** 10.429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215 1.240 -0.615 0.541 -0.933 0.393 
대졸*정규초과무 19.184 214·10⁶ -2.139 * 0.118 -3.040 ** 0.048 
고졸*정규초과유 0.381 1.464 0.094 1.099 -0.368 0.692 
대졸*정규초과유 19.966 *** 469·10⁶ -1.352 * 0.259 -1.505 * 0.222 

p-value: *<0.05, **<0.01, ***<0.001

<표 7> 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130 0.878 -0.270 0.764 -0.223 0.800 
정규초과유 -0.128 0.880 -0.194 0.824 -0.059 0.942 

산업/직업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75 0.759 -0.345 0.709 -0.251 0.778 
정규초과유 -0.279 0.757 -0.278 0.757 -0.102 0.903 

상호작용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319 0.727 -0.244 0.783 -0.117 0.889 
정규초과유 -0.381 0.683 -0.139 0.870 0.118 1.125 

교육 고졸 0.017 1.017 0.393 1.481 0.397 1.488 
대졸이상 -0.714 0.490 0.020 1.021 0.402 1.495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126 1.134 -0.316 0.729 -0.221 0.802 
대졸*정규초과무 0.180 1.198 -0.223 0.800 -0.662 0.516 
고졸*정규초과유 0.313 1.367 -0.471 0.625 -0.654 0.520 
대졸*정규초과유 0.449 1.566 -0.410 0.664 -0.731 0.481 

p-value: *<0.05, **<0.01, ***<0.001

<표 8> 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111 0.895 -0.240 0.787 -0.224 0.799 
정규초과유 -0.137 0.872 -0.168 0.845 -0.035 0.966 

산업/직업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43 0.784 -0.307 0.736 -0.235 0.790 
정규초과유 -0.274 0.760 -0.241 0.786 -0.050 0.951 

상호작용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76 0.759 -0.162 0.851 -0.056 0.946 
정규초과유 -0.374 0.688 -0.022 0.978 0.242 1.273 

교육 고졸 0.049 1.050 0.514 1.672 0.501 1.651 
대졸이상 -0.673 0.510 0.233 1.262 0.730 2.076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126 1.135 -0.436 0.647 -0.321 0.725 
대졸*정규초과무 0.018 1.018 -0.406 0.667 -0.952 0.386 
고졸*정규초과유 0.322 1.380 -0.686 0.503 -0.825 0.438 
대졸*정규초과유 0.421 1.523 -0.809 0.445 -1.168 0.311 

p-value: *<0.05, **<0.01, ***<0.001

 2) 둘째자녀

〔그림 4〕는 근로시간 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 보면 초과근무가 있는 정규근로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

근로시간 근로자에 비해 높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비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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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근로시간 근로자들의 경우는 약간 다른 형태

를 띠고 있어 비례위험 모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림 4〕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근로시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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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과 〈표 10〉에 나타난 결과들은 교육과의 상호작용 항을 고려하지 않았

을 경우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는 차별출산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둘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87 1.091 -0.133 0.875 -0.222 0.801 
정규초과유 0.401 1.493 0.302 1.353 0.099 1.104 

산업/직업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101 1.107 -0.141 0.868 -0.245 0.782 
정규초과유 0.426 1.531 0.326 1.386 0.085 1.089 

상호작용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58 1.060 0.056 1.058 0.018 1.019 
정규초과유 0.299 1.348 0.396 1.486 0.194 1.214 

교육 고졸 -0.747 0.474 -0.295 0.745 0.002 1.002 
대졸이상 -19.269 *** 0.000 1.917 *** 6.800 2.345 *** 10.429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215 1.240 -0.615 0.541 -0.933 0.393 
대졸*정규초과무 19.184 214·10⁶ -2.139 * 0.118 -3.040 ** 0.048 
고졸*정규초과유 0.381 1.464 0.094 1.099 -0.368 0.692 
대졸*정규초과유 19.966 *** 469·10⁶ -1.352 * 0.259 -1.505 * 0.222 

p-value: *<0.05, **<0.01, ***<0.001

<표 7> 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130 0.878 -0.270 0.764 -0.223 0.800 
정규초과유 -0.128 0.880 -0.194 0.824 -0.059 0.942 

산업/직업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75 0.759 -0.345 0.709 -0.251 0.778 
정규초과유 -0.279 0.757 -0.278 0.757 -0.102 0.903 

상호작용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319 0.727 -0.244 0.783 -0.117 0.889 
정규초과유 -0.381 0.683 -0.139 0.870 0.118 1.125 

교육 고졸 0.017 1.017 0.393 1.481 0.397 1.488 
대졸이상 -0.714 0.490 0.020 1.021 0.402 1.495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126 1.134 -0.316 0.729 -0.221 0.802 
대졸*정규초과무 0.180 1.198 -0.223 0.800 -0.662 0.516 
고졸*정규초과유 0.313 1.367 -0.471 0.625 -0.654 0.520 
대졸*정규초과유 0.449 1.566 -0.410 0.664 -0.731 0.481 

p-value: *<0.05, **<0.01, ***<0.001

<표 8> 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111 0.895 -0.240 0.787 -0.224 0.799 
정규초과유 -0.137 0.872 -0.168 0.845 -0.035 0.966 

산업/직업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43 0.784 -0.307 0.736 -0.235 0.790 
정규초과유 -0.274 0.760 -0.241 0.786 -0.050 0.951 

상호작용 

포함

근무

시간

정규초과무 -0.276 0.759 -0.162 0.851 -0.056 0.946 
정규초과유 -0.374 0.688 -0.022 0.978 0.242 1.273 

교육 고졸 0.049 1.050 0.514 1.672 0.501 1.651 
대졸이상 -0.673 0.510 0.233 1.262 0.730 2.076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126 1.135 -0.436 0.647 -0.321 0.725 
대졸*정규초과무 0.018 1.018 -0.406 0.667 -0.952 0.386 
고졸*정규초과유 0.322 1.380 -0.686 0.503 -0.825 0.438 
대졸*정규초과유 0.421 1.523 -0.809 0.445 -1.168 0.311 

p-value: *<0.05, **<0.01, ***<0.001

 2) 둘째자녀

〔그림 4〕는 근로시간 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 보면 초과근무가 있는 정규근로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

근로시간 근로자에 비해 높은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비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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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가설 3-2. 임금수준이 둘째자녀 출산에 비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클 것이다.

가설 3-3. 교육과 임금이 상호작용항은 음의 방향을 지닐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그림 5〕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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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임금에 따른 첫째자녀의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

면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여성의 

경우 다른 범주에 속한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위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출산 월에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는 없어지고 있다.

〈표 10〉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06 0.994 -0.341 0.711 -0.415 0.661 
정규초과유 0.394 1.484 0.165 1.179 -0.081 0.922 

산업/직업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05 1.005 -0.356 0.701 -0.433 0.649 
정규초과유 0.424 1.529 0.181 1.198 -0.075 0.928 

상호작용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77 0.926 -0.122 0.885 -0.120 0.887 
정규초과유 0.241 1.273 0.260 1.296 0.049 1.050 

교육 고졸 -1.099 0.333 -0.293 0.746 0.176 1.192 
대졸이상 -12.159 0.000 2.879 * 17.798 2.739 * 15.473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578 1.782 -0.642 0.526 -1.190 0.304 
대졸*정규초과무 12.112 18*104 -3.202 * 0.041 -3.558 * 0.028 
고졸*정규초과유 0.682 1.978 -0.024 0.976 -0.588 0.555 
대졸*정규초과유 13.382 64*104 -1.942 0.143 -1.531 0.216 

p-value: *<0.05, **<0.01, ***<0.001

위의 표에서 교육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경우 여러 추정치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추정치는 하나의 특이한 관측 값에 의해 지나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외적

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콕스모형과 이산위험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출산 월에 5개월을 뺀 모형에서 대학교육과 초과근무 시간이 

없는 정규근무시간 형태이다. 이들의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고졸미만의 여성에 비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은 정규근무시간이 없는 일

자리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무시간 형태의 일자리에 근무할 

때 출산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일

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이 커리어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모형추정: 여성의 임금과 출산력

1.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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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가설 3-2. 임금수준이 둘째자녀 출산에 비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이 클 것이다.

가설 3-3. 교육과 임금이 상호작용항은 음의 방향을 지닐 것이다.

2. 분석 결과 

 1) 첫째자녀

〔그림 5〕첫째자녀의 출산위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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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임금에 따른 첫째자녀의 출산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

면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여성의 

경우 다른 범주에 속한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위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만 출산 월에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차이는 없어지고 있다.

〈표 10〉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근무시간형태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06 0.994 -0.341 0.711 -0.415 0.661 
정규초과유 0.394 1.484 0.165 1.179 -0.081 0.922 

산업/직업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05 1.005 -0.356 0.701 -0.433 0.649 
정규초과유 0.424 1.529 0.181 1.198 -0.075 0.928 

상호작용 

포함

근무시간 정규초과무 -0.077 0.926 -0.122 0.885 -0.120 0.887 
정규초과유 0.241 1.273 0.260 1.296 0.049 1.050 

교육 고졸 -1.099 0.333 -0.293 0.746 0.176 1.192 
대졸이상 -12.159 0.000 2.879 * 17.798 2.739 * 15.473 

교육*

근무시간

고졸*정규초과무 0.578 1.782 -0.642 0.526 -1.190 0.304 
대졸*정규초과무 12.112 18*104 -3.202 * 0.041 -3.558 * 0.028 
고졸*정규초과유 0.682 1.978 -0.024 0.976 -0.588 0.555 
대졸*정규초과유 13.382 64*104 -1.942 0.143 -1.531 0.216 

p-value: *<0.05, **<0.01, ***<0.001

위의 표에서 교육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경우 여러 추정치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추정치는 하나의 특이한 관측 값에 의해 지나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외적

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콕스모형과 이산위험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출산 월에 5개월을 뺀 모형에서 대학교육과 초과근무 시간이 

없는 정규근무시간 형태이다. 이들의 계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고졸미만의 여성에 비해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은 정규근무시간이 없는 일

자리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초과근무가 없는 정규근무시간 형태의 일자리에 근무할 

때 출산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일

자리에 근무하는 여성이 커리어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모형추정: 여성의 임금과 출산력

1.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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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효과는 없다고 결론지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내린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여성은 자발적 의도에 의해 임금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쉽지만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

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역인과 관계의 의해 계수가 편의된다면 낮

은 임금으로 이동한 여성으로 인해 편의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높은 임금변수에 대

한 계수가 음의 값을 갖거나 양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출산 월에 조작을 가하면 기존의 편의를 

제거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에 놓인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더 커져야 할 것이다. 하

지만 〈표 11〉과 〈표 12〉에 있는 결과는 출산 월에 대한 조작 전후로 높은 임금

을 나타내는 변수에 있는 계수들이 음의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을 지

지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출산 월에 조작을 해줄 경우 다른 방향에서 편의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즉, 임금이 상승할 경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가능성을 배

제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이 여성은 소득효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려한다고 하면 높

은 임금을 받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출산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출산 월을 5개월 조작했을 경우 이전에 저임금을 받던 시기로 

임금이 측정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자녀

출산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여기서 제시하는 결과와 매

우 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연구에서는 임금의 효과를 해석할 

경우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해주지 않은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것

이다. 이런 맥락 하에 우리는 〈표 11〉과 〈표 12〉에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

은 임금이 출산위험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2) 이산위험모형에서 200만원이상을 받는 여성의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도는 .057이다.

〈표 11〉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003 1.003 -0.093 0.911 -0.143 0.867 
200이상 0.437 * 1.548 -0.056 0.945 -0.168 0.845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038 0.962 -0.125 0.882 -0.171 0.843 
200이상 0.404 * 1.498 -0.081 0.923 -0.200 0.819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068 1.071 -0.077 0.926 -0.122 0.885 
200이상 0.256 1.292 -0.044 0.957 -0.135 0.874 

교육 고졸 0.255 1.290 -0.031 0.969 0.085 1.089 
대졸이상 0.253 1.287 0.772 ** 2.163 0.616 * 1.852 

임금*교육 고졸*100 -0.334 0.716 0.075 1.078 -0.029 0.971 
대졸*100 -0.810 0.445 -1.146 ** 0.318 -0.856 * 0.425 
고졸*200 0.746 2.108 0.708 2.031 0.474 1.606 
대졸*200 -1.247 0.287 -2.123 ** 0.120 -1.867 * 0.155 

p-value: *<0.05, **<0.01, ***<0.001

〈표 12〉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077 1.081 -0.063 0.939 -0.112 0.894 
200이상 0.505 * 1.656 -0.027 0.973 -0.124 0.884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043 1.044 -0.085 0.918 -0.126 0.882 
200이상 0.485 1.624 -0.043 0.958 -0.141 0.868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186 1.204 -0.004 0.996 -0.051 0.951 

200이상 0.375 1.455 -0.002 0.998 -0.072 0.930 
교육 고졸 0.387 1.473 0.020 1.020 0.139 1.149 

대졸이상 0.103 1.108 0.788 2.198 0.573 1.773 
임금*교육 고졸*100 -0.499 0.607 -0.040 0.961 -0.142 0.867 

대졸*100 -0.751 0.472 -1.214 * 0.297 -0.805 0.447 
고졸*200 0.575 1.777 0.701 2.017 0.458 1.580 
대졸*200 -1.170 0.310 -2.228 * 0.108 -1.848 * 0.157 

p-value: *<0.05, **<0.01, ***<0.001

〈표 11〉과 〈표 12〉는 임금이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출산 월에 조작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 산업과 직업을 모형에 

포함하거나에 관계없이 200만원이상을 받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100만원 미만을 받

는 여성의 출산위험보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2)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출산 

월을 조작했을 경우에는 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 월을 조작하였을 때 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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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의 효과는 없다고 결론지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내린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여성은 자발적 의도에 의해 임금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쉽지만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

동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역인과 관계의 의해 계수가 편의된다면 낮

은 임금으로 이동한 여성으로 인해 편의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높은 임금변수에 대

한 계수가 음의 값을 갖거나 양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출산 월에 조작을 가하면 기존의 편의를 

제거하기 때문에 높은 임금에 놓인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더 커져야 할 것이다. 하

지만 〈표 11〉과 〈표 12〉에 있는 결과는 출산 월에 대한 조작 전후로 높은 임금

을 나타내는 변수에 있는 계수들이 음의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을 지

지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출산 월에 조작을 해줄 경우 다른 방향에서 편의를 불러올 수 있

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즉, 임금이 상승할 경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가능성을 배

제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

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이 여성은 소득효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려한다고 하면 높

은 임금을 받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출산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출산 월을 5개월 조작했을 경우 이전에 저임금을 받던 시기로 

임금이 측정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자녀

출산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여기서 제시하는 결과와 매

우 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연구에서는 임금의 효과를 해석할 

경우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해주지 않은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것

이다. 이런 맥락 하에 우리는 〈표 11〉과 〈표 12〉에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높

은 임금이 출산위험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2) 이산위험모형에서 200만원이상을 받는 여성의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도는 .057이다.

〈표 11〉첫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003 1.003 -0.093 0.911 -0.143 0.867 
200이상 0.437 * 1.548 -0.056 0.945 -0.168 0.845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038 0.962 -0.125 0.882 -0.171 0.843 
200이상 0.404 * 1.498 -0.081 0.923 -0.200 0.819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068 1.071 -0.077 0.926 -0.122 0.885 
200이상 0.256 1.292 -0.044 0.957 -0.135 0.874 

교육 고졸 0.255 1.290 -0.031 0.969 0.085 1.089 
대졸이상 0.253 1.287 0.772 ** 2.163 0.616 * 1.852 

임금*교육 고졸*100 -0.334 0.716 0.075 1.078 -0.029 0.971 
대졸*100 -0.810 0.445 -1.146 ** 0.318 -0.856 * 0.425 
고졸*200 0.746 2.108 0.708 2.031 0.474 1.606 
대졸*200 -1.247 0.287 -2.123 ** 0.120 -1.867 * 0.155 

p-value: *<0.05, **<0.01, ***<0.001

〈표 12〉첫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077 1.081 -0.063 0.939 -0.112 0.894 
200이상 0.505 * 1.656 -0.027 0.973 -0.124 0.884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043 1.044 -0.085 0.918 -0.126 0.882 
200이상 0.485 1.624 -0.043 0.958 -0.141 0.868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186 1.204 -0.004 0.996 -0.051 0.951 

200이상 0.375 1.455 -0.002 0.998 -0.072 0.930 
교육 고졸 0.387 1.473 0.020 1.020 0.139 1.149 

대졸이상 0.103 1.108 0.788 2.198 0.573 1.773 
임금*교육 고졸*100 -0.499 0.607 -0.040 0.961 -0.142 0.867 

대졸*100 -0.751 0.472 -1.214 * 0.297 -0.805 0.447 
고졸*200 0.575 1.777 0.701 2.017 0.458 1.580 
대졸*200 -1.170 0.310 -2.228 * 0.108 -1.848 * 0.157 

p-value: *<0.05, **<0.01, ***<0.001

〈표 11〉과 〈표 12〉는 임금이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출산 월에 조작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 산업과 직업을 모형에 

포함하거나에 관계없이 200만원이상을 받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100만원 미만을 받

는 여성의 출산위험보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2)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출산 

월을 조작했을 경우에는 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 월을 조작하였을 때 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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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둘째자녀 콕스비례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284 1.328 0.115 1.121 0.035 1.035 
200이상 0.592 1.807 0.376 1.457 0.391 1.478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297 1.345 0.086 1.090 0.007 1.008 
200이상 0.645 1.906 0.329 1.390 0.355 1.427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125 1.133 -0.053 0.948 -0.065 0.937 
200이상 0.641 1.899 0.347 1.415 0.358 1.430 

교육 고졸 -0.102 0.903 -0.003 0.997 0.064 1.066 
대졸이상 -21.137 *** 0.000 -21.344 *** 0.000 -21.306 *** 0.000 

임금*교육 고졸*100 -0.127 0.880 -0.458 0.633 -0.791 0.453 
대졸*100 21.938 *** 337·10⁷ 22.398 *** 534·10⁷ 22.312 *** 490·10⁷
고졸*200 -1.386 0.250 -1.897 * 0.150 -1.540 * 0.214 
대졸*200 21.736 275·10⁷ 21.913 329·10⁷ 21.948 340·10⁷

p-value: *<0.05, **<0.01, ***<0.001

〈표 14〉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270 1.309 0.075 1.078 0.026 1.027 
200이상 0.731 * 2.077 0.493 1.638 0.496 1.642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290 1.337 0.045 1.046 -0.001 0.999 
200이상 0.794 * 2.211 0.441 1.555 0.467 1.595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038 1.039 -0.145 0.865 -0.088 0.915 
200이상 0.759 2.136 0.446 1.562 0.470 1.599 

교육 고졸 -0.219 0.803 0.125 1.133 0.359 1.432 
대졸이상 -13.699 0.000 -13.578 0.000 -13.575 0.000 

임금*교육 고졸*100 -0.020 0.981 -0.637 0.529 -1.214 0.297 
대졸*100 15.040 34*105 14.978 31*105 14.836 27*105

고졸*200 -1.418 0.242 -2.213 * 0.109 -2.018 * 0.133 
대졸*200 14.382 17*105 14.441 18*105 14.464 19*105

p-value: *<0.05, **<0.01, ***<0.001

7. 정책과제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에 기초하여 어떠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가 보고하는 발견은 크

 2) 둘째자녀

〔그림 6〕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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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임금범주에 따라 둘째자녀의 출산위험이 시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첫째아이를 출산한지 50개월이 되지 이전에는 

임금이 올라갈수록 출산위험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반대의 결과, 즉 임금의 상승이 출산위험을 낮추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출산 월에 조작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콕스비례위험 가정이 본 자료에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는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

은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산업과 직업을 

통제한 경우 임금의 출산위험 상승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 콕스비례위험

모형에 있어 산업과 직업을 통제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임금변수에 놓인 계수

는 .063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2) 앞서 출산위험 그림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비례

위험의 가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산위험모형을 선호하는데 이 모형에서 200만

원 이상 임금변수에 있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유

사한 이유로 교육과 임금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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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284 1.328 0.115 1.121 0.035 1.035 
200이상 0.592 1.807 0.376 1.457 0.391 1.478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297 1.345 0.086 1.090 0.007 1.008 
200이상 0.645 1.906 0.329 1.390 0.355 1.427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125 1.133 -0.053 0.948 -0.065 0.937 
200이상 0.641 1.899 0.347 1.415 0.358 1.430 

교육 고졸 -0.102 0.903 -0.003 0.997 0.064 1.066 
대졸이상 -21.137 *** 0.000 -21.344 *** 0.000 -21.306 *** 0.000 

임금*교육 고졸*100 -0.127 0.880 -0.458 0.633 -0.791 0.453 
대졸*100 21.938 *** 337·10⁷ 22.398 *** 534·10⁷ 22.312 *** 490·10⁷
고졸*200 -1.386 0.250 -1.897 * 0.150 -1.540 * 0.214 
대졸*200 21.736 275·10⁷ 21.913 329·10⁷ 21.948 340·10⁷

p-value: *<0.05, **<0.01, ***<0.001

〈표 14〉둘째자녀 이산위험모형 - 임금

구분
시차 미적용 5개월 8개월

β exp(β) β exp(β) β exp(β)

산업/직업

미포함

임금 100-199 0.270 1.309 0.075 1.078 0.026 1.027 
200이상 0.731 * 2.077 0.493 1.638 0.496 1.642 

산업/직업

포함

임금 100-199 0.290 1.337 0.045 1.046 -0.001 0.999 
200이상 0.794 * 2.211 0.441 1.555 0.467 1.595 

상호작용

포함

임금 100-199 0.038 1.039 -0.145 0.865 -0.088 0.915 
200이상 0.759 2.136 0.446 1.562 0.470 1.599 

교육 고졸 -0.219 0.803 0.125 1.133 0.359 1.432 
대졸이상 -13.699 0.000 -13.578 0.000 -13.575 0.000 

임금*교육 고졸*100 -0.020 0.981 -0.637 0.529 -1.214 0.297 
대졸*100 15.040 34*105 14.978 31*105 14.836 27*105

고졸*200 -1.418 0.242 -2.213 * 0.109 -2.018 * 0.133 
대졸*200 14.382 17*105 14.441 18*105 14.464 19*105

p-value: *<0.05, **<0.01, ***<0.001

7. 정책과제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발견에 기초하여 어떠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가 보고하는 발견은 크

 2) 둘째자녀

〔그림 6〕둘째자녀의 출산위험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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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임금범주에 따라 둘째자녀의 출산위험이 시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첫째아이를 출산한지 50개월이 되지 이전에는 

임금이 올라갈수록 출산위험이 올라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반대의 결과, 즉 임금의 상승이 출산위험을 낮추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출산 월에 조작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콕스비례위험 가정이 본 자료에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는 출산 월에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

은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해석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산업과 직업을 

통제한 경우 임금의 출산위험 상승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 콕스비례위험

모형에 있어 산업과 직업을 통제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상의 임금변수에 놓인 계수

는 .063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2) 앞서 출산위험 그림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비례

위험의 가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산위험모형을 선호하는데 이 모형에서 200만

원 이상 임금변수에 있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유

사한 이유로 교육과 임금간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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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금수준 또한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이 높을수록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모두 출산위험이 올라간다는 발견이 있었다. 교육

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발견은 임금의 효과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날 것이라

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사

회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은 비단 출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리인 평등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은 도입하기

도 실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실

질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자녀의 출

산에서 임금의 효과가 크다는 발견에 기초한다면 첫째자녀를 낳고 둘째자녀를 임신

한 여성 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여성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소득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

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의 저출산정책이 여성의 근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으

로 진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 두 가지를 지지한다. 하나는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출산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점이다.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고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산력을 낮춘다는 발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행이 최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확산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본 과제를 연구하면서 만난 근로여성들

은 직장 내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여성들이 육아휴직은 차지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는 고용주의 시혜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몇몇 단기적 효과를 노리거나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전시성 정책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례로 

직장에 다니다 과도한 업무나 상급자의 지나친 명령에 의해 유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주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력추구 및 단절에 의한 효과가 첫째자녀가 아닌 둘째자녀의 출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출산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 출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목표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연구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자녀가 아닌 둘째자녀 출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첫째자녀 출산 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학습효과의 반영이라

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

성만을 정책대상으로 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은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근본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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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임금수준 또한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

이 높을수록 첫째자녀와 둘째자녀 모두 출산위험이 올라간다는 발견이 있었다. 교육

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발견은 임금의 효과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날 것이라

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사

회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은 비단 출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리인 평등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임금을 보조하는 정책은 도입하기

도 실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실

질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자녀의 출

산에서 임금의 효과가 크다는 발견에 기초한다면 첫째자녀를 낳고 둘째자녀를 임신

한 여성 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여성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소득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

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의 저출산정책이 여성의 근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러한 정책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으

로 진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 두 가지를 지지한다. 하나는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이 출산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

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출산력이 높다는 점이다.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고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출산력을 낮춘다는 발견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행이 최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확산

되어가는 분위기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본 과제를 연구하면서 만난 근로여성들

은 직장 내 분위기가 일-가정 양립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여성들이 육아휴직은 차지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는 고용주의 시혜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몇몇 단기적 효과를 노리거나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전시성 정책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례로 

직장에 다니다 과도한 업무나 상급자의 지나친 명령에 의해 유산이 된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주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력추구 및 단절에 의한 효과가 첫째자녀가 아닌 둘째자녀의 출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출산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자녀 출산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을 

목표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연구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자녀가 아닌 둘째자녀 출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첫째자녀 출산 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학습효과의 반영이라

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자녀를 출산한 여

성만을 정책대상으로 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은 사회전반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향후에도 지속

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근본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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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 및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모

의 연령은 주요 출산연령 구간인 20∼39세를 5년 단위, 즉 20～24세, 25～29

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 변수

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여성실업률을 통제한 모형(통제모형)의 결과

를 비교했다. 실증분석 결과 여성취업비율의 변동이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그 영향의 크기는 기

본모형의 추정결과에서 11.70%(20∼24세)∼41.06%(25～29세)로 나타났으며,

통제모형의 추정결과에서 13.69%(20∼24세)∼47.91%(30∼34세)로 관측됐다.

또한 여성취업비율과 일부의 출산연령, 즉 25～29세와 30～34세 모의 연령층 

출산율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했으며, 인과관계 검정 결과 여성취업비율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단기적인 영향은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이 여성

의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여성취업비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내생성, 분산분해, 인과관계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 분석

이종하1)

1) 소속: IBK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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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 및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모

의 연령은 주요 출산연령 구간인 20∼39세를 5년 단위, 즉 20～24세, 25～29

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사용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 변수

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여성실업률을 통제한 모형(통제모형)의 결과

를 비교했다. 실증분석 결과 여성취업비율의 변동이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그 영향의 크기는 기

본모형의 추정결과에서 11.70%(20∼24세)∼41.06%(25～29세)로 나타났으며,

통제모형의 추정결과에서 13.69%(20∼24세)∼47.91%(30∼34세)로 관측됐다.

또한 여성취업비율과 일부의 출산연령, 즉 25～29세와 30～34세 모의 연령층 

출산율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했으며, 인과관계 검정 결과 여성취업비율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단기적인 영향은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

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이 여성

의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여성취업비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내생성, 분산분해, 인과관계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 분석

이종하1)

1) 소속: IBK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124

계는 지닌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모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고려한 

보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 국가나 사회에서 출산수준이 

연령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연령

을 20∼24세, 25∼29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연령별 출산율을 반영하

는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구축해 사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여성의 고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노동시간 

혹은 여성노동참가율(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한 국가 전체 혹은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노동시간 자료를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노동참가율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

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실질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를 반영한다고 간

주하기는 어렵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

함할 뿐만 아니라 취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반영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계산에 포함하는 여성취업비율을 사용한다.3)

셋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는 이상의 2 변수와 소득수준 혹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3 변수 모형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취업비율과 출산율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

기 위해 2 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추정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의 2 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여

성의 실업률(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대리변수)을 통제한 모형을 비교한다. 한편 선행

연구는 변수들 간의 내생성 파악에 집중했지만, 본 연구는 내생적 관련성과 함께 여

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추정하려

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1～2010년 기간 여성취

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적 관

3) 여성취업비율의 정확한 정의는 제Ⅲ장에서 논의한다. 또한 고용보다는 취업이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광의의 

개념이므로 이하에서는 고용이란 용어 대신 취업을 사용한다.

1. 머리말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

기 때문에 출산율 증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는 경제활동 가능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총공급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총수요를 제약해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1) 예를 들어 이종하․황진영(2011), Galor and 

Weil(1996),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 Wang et al.(1994) 등은 여

성의 고용, 출산율 및 소득수준(혹은 경제성장) 간에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생성(endogenity)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현상이 여성의 고용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은 김현숙․

류덕현․민희철(2006), 조윤영(2006), Ahn and Mira(2002) Becker(1991), Bloom 

et al.(2009), Brewster and Rindfuss(2000), Kögel(2004), Lehrer and 

Nerlove(1986), Mahdavi(1990) 등 다양한 연구에서 검토됐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

의 고용과 출산 간에는 상호 밀접한 내생적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여성의 고용 증가가 출산율을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

한 부담이 여성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선

행연구에서 간과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보충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는 한 국가의 출산율을 나타내기 위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2) 사용했기 때문에 모(母)의 연령구조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1) 전통적인 출산율 결정모형은 Becker and Lewis(1973)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 모형, Easterlin(1968)의 세

대 간 상대소득모형, Leibenstein(1975)의 사회적 상대소득모형, Cigno(1992)의 자산소득이론 등 대단히 

다양하다.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현재의 연령별 여성 출산율만큼 출산한다는 가정하에 낳을 수 있

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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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지닌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모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고려한 

보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 국가나 사회에서 출산수준이 

연령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연령

을 20∼24세, 25∼29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연령별 출산율을 반영하

는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구축해 사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여성의 고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노동시간 

혹은 여성노동참가율(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한 국가 전체 혹은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노동시간 자료를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노동참가율은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

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실질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를 반영한다고 간

주하기는 어렵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

함할 뿐만 아니라 취업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반영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계산에 포함하는 여성취업비율을 사용한다.3)

셋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는 이상의 2 변수와 소득수준 혹은 경제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3 변수 모형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취업비율과 출산율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분석하

기 위해 2 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추정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의 2 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여

성의 실업률(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대리변수)을 통제한 모형을 비교한다. 한편 선행

연구는 변수들 간의 내생성 파악에 집중했지만, 본 연구는 내생적 관련성과 함께 여

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추정하려

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1～2010년 기간 여성취

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적 관

3) 여성취업비율의 정확한 정의는 제Ⅲ장에서 논의한다. 또한 고용보다는 취업이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광의의 

개념이므로 이하에서는 고용이란 용어 대신 취업을 사용한다.

1. 머리말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

기 때문에 출산율 증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는 경제활동 가능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총공급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총수요를 제약해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했다.1) 예를 들어 이종하․황진영(2011), Galor and 

Weil(1996),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 Wang et al.(1994) 등은 여

성의 고용, 출산율 및 소득수준(혹은 경제성장) 간에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생성(endogenity)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현상이 여성의 고용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은 김현숙․

류덕현․민희철(2006), 조윤영(2006), Ahn and Mira(2002) Becker(1991), Bloom 

et al.(2009), Brewster and Rindfuss(2000), Kögel(2004), Lehrer and 

Nerlove(1986), Mahdavi(1990) 등 다양한 연구에서 검토됐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

의 고용과 출산 간에는 상호 밀접한 내생적 관련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 여성의 고용 증가가 출산율을 제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

한 부담이 여성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선

행연구에서 간과한 다음의 몇 가지 논의를 보충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과 출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는 한 국가의 출산율을 나타내기 위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2) 사용했기 때문에 모(母)의 연령구조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1) 전통적인 출산율 결정모형은 Becker and Lewis(1973)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 모형, Easterlin(1968)의 세

대 간 상대소득모형, Leibenstein(1975)의 사회적 상대소득모형, Cigno(1992)의 자산소득이론 등 대단히 

다양하다.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현재의 연령별 여성 출산율만큼 출산한다는 가정하에 낳을 수 있

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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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9)은 국가 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출산율 증가가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성이 성립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이종하․황진영, 2011; 조윤영, 2006; Ahn and Mira, 2002; Becker, 1991; 

Brewster and Rindfuss, 2000; Hondroyiannis and Papapetrou, 1999; Kögel, 

2004; Lehrer and Nerlove, 1986; Mahdavi, 1990; Wang et al., 1994). 예를 들

어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는 1960～1995년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

고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출산율의 선택, 실질임금, 장기실질이자율 및 생산량

의 성장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출산율 선택의 내생성이 성립한

다고 제시했다. Kögel(2004)은 OECD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합계출산율과 

여성노동참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Wang et al.(1994)은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도입한 동태적 비교분석을 통해 몇 가

지 이론적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Wang et al.(1994)은 이론적 결론을 바탕으로 식

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을 부가하는 구조적 VAR(structural VAR)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상의 3 변수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국내연구인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은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

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했으며, 소득, 여성임금, 학력 및 경제활동참여가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거시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즉 그들은 여성의 임금

상승이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조윤영(2006)은 

생애주기 모형에 기초해 출산율과 여성 노동공급 간의 관계가 한 방향이 아닌 동시적

인 결정 과정임을 보이고,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했다. 이

종하․황진영(2011)은 9개 동아시아 국가(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

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의 패널자료로 구성된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

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 특히 실증연구에서 한 국가의 출산율 정도는 대체

로 합계출산율로 나타냈다. 그러나 한 국가나 사회에서 각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

련성이 모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추정방법은 벡

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이후 VAR로 나타냄) 모형 혹은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이후 VEC로 나타냄) 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후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Granger causality test) 및 외생성 검정을 사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

에 대한 설명과 추정방법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

와 관련된 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향

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취업증대(혹은 임금상승)와 출산율 감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

적 폭넓게 진행돼 왔다.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증대와 출산율 감소 

간에는 인과관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일부의 연구는 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한 반면, 다른 일부의 연구에서는 출산

율 감소로 인해 여유시간이 늘어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파악했다

(Mincer, 1963; Willis, 1973). 

이상의 논의는 Galor and Weil(1996), Weil(2009) 등에서 구체화됐다. 즉 여성

의 취업이 증대되고 임금이 상승할수록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에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출산율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 교육의 질적 측면

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이는 Becker and Lewis(1973)가 제시한 교육투자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를 반영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미래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여성의 취업이나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Bloo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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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9)은 국가 간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출산율 증가가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성이 성립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김현숙․류덕현․민희철,

2006; 이종하․황진영, 2011; 조윤영, 2006; Ahn and Mira, 2002; Becker, 1991; 

Brewster and Rindfuss, 2000; Hondroyiannis and Papapetrou, 1999; Kögel, 

2004; Lehrer and Nerlove, 1986; Mahdavi, 1990; Wang et al., 1994). 예를 들

어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는 1960～1995년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

고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출산율의 선택, 실질임금, 장기실질이자율 및 생산량

의 성장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출산율 선택의 내생성이 성립한

다고 제시했다. Kögel(2004)은 OECD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합계출산율과 

여성노동참가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Wang et al.(1994)은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에 존재하는 내생성을 도입한 동태적 비교분석을 통해 몇 가

지 이론적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Wang et al.(1994)은 이론적 결론을 바탕으로 식

별조건(identification condition)을 부가하는 구조적 VAR(structural VAR)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상의 3 변수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국내연구인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은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

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했으며, 소득, 여성임금, 학력 및 경제활동참여가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거시적 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즉 그들은 여성의 임금

상승이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조윤영(2006)은 

생애주기 모형에 기초해 출산율과 여성 노동공급 간의 관계가 한 방향이 아닌 동시적

인 결정 과정임을 보이고,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했다. 이

종하․황진영(2011)은 9개 동아시아 국가(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

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의 패널자료로 구성된 구조적 VAR 모형을 사용

해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 특히 실증연구에서 한 국가의 출산율 정도는 대체

로 합계출산율로 나타냈다. 그러나 한 국가나 사회에서 각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

련성이 모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추정방법은 벡

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이후 VAR로 나타냄) 모형 혹은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이후 VEC로 나타냄) 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후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Granger causality test) 및 외생성 검정을 사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

에 대한 설명과 추정방법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

와 관련된 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향

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여성의 취업증대(혹은 임금상승)와 출산율 감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교

적 폭넓게 진행돼 왔다.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증대와 출산율 감소 

간에는 인과관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일부의 연구는 여성의 취업증대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한 반면, 다른 일부의 연구에서는 출산

율 감소로 인해 여유시간이 늘어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파악했다

(Mincer, 1963; Willis, 1973). 

이상의 논의는 Galor and Weil(1996), Weil(2009) 등에서 구체화됐다. 즉 여성

의 취업이 증대되고 임금이 상승할수록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에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출산율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 교육의 질적 측면

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이는 Becker and Lewis(1973)가 제시한 교육투자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를 반영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미래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여성의 취업이나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Bloo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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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기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실업이 출산율 제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즉 실업은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자녀에 더 많

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성의 고용은 물론 출산

에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

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과 간의 내생성을 검토한다. 이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모형, 즉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로 구성된 2 변수 기본모형과 함

께 소득수준(1인당 실질 GDP)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여성실업률)을 통제한 모형

(통제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3.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율

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여성취업비율(female employment rate: 이후 FER로 나타냄)은 여성의 취업 정도

를 반영하는데, 이는 “15～64세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즉 경제활동인

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 혹은 노동참가율 대신 본 연구에서는 FER

을 사용함으로써 실업률 통계를 작성할 때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동참가율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즉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

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대 추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변

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 인구비율(혹은 노동참가율)은 노동의 공

급만을 반영하지만, 취업비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 FER의 시계열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

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McNown(2003)은 모의 연령별 

출산율과 노동공급 간의 공적분 관계를 분석했는데, 연령층에 관계없이 출산율과 여

성의 노동시장 행태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이 여성의 취업 혹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ecker(1991)는 자녀를 일반 소비재와 같이 파악하고 소비자 선택이론을 도입해 출산율 

결정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Becker(1991)는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피임지식이 증가해 출산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4) 실증적 관점에서 소득수준, 여성의 고용 및 출산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이종하․황진영(2011),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 

Goldin(1995), Mammen and Paxson(2000), Wang et al.(1994)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Bhaumik and Nugent(2005), Hondroyiannis(2010) 등은 경제내의 

불확실성(uncertainty),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성의 취업은 물론 출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Bhaumik and Nugent(2005)

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계의 저축행위(혹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이나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변동시켜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

적으로 Bhaumik and Nugent(2005)는 1992～2002년의 동독 자료(서독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독의 자료를 이용함)를 이용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성 증가

와 출산율 감소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고용의 불확실성이 출산율 감

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또한 Hondroyiannis(2010)는 27개 유럽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공적

분(panel cointegration)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 결정에 중요한 요인

임을 보였다. Blossfeld et al.(2005)은 직업의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성이 가족형성

4) 이와 같은 소득수준과 여성의 취업 혹은 임금 및 출산 간의 이론적 관계는 Barro and Becker(1989), 
Becker and Barro(1988), Becker et al.(1990), Glaor and Weil(1996) 등에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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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기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실업이 출산율 제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즉 실업은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자녀에 더 많

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성의 고용은 물론 출산

에 양(+) 혹은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

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과 간의 내생성을 검토한다. 이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두 

가지 모형, 즉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로 구성된 2 변수 기본모형과 함

께 소득수준(1인당 실질 GDP)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여성실업률)을 통제한 모형

(통제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3.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비율

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여성취업비율(female employment rate: 이후 FER로 나타냄)은 여성의 취업 정도

를 반영하는데, 이는 “15～64세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즉 경제활동인

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 혹은 노동참가율 대신 본 연구에서는 FER

을 사용함으로써 실업률 통계를 작성할 때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동참가율을 계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즉 구직을 단념했거나 노동시

장에 빈번히 들어오고 나가는 반복실업 등에 의한 과대 추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변

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 인구비율(혹은 노동참가율)은 노동의 공

급만을 반영하지만, 취업비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 FER의 시계열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

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이용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McNown(2003)은 모의 연령별 

출산율과 노동공급 간의 공적분 관계를 분석했는데, 연령층에 관계없이 출산율과 여

성의 노동시장 행태 간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수준이나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이 여성의 취업 혹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ecker(1991)는 자녀를 일반 소비재와 같이 파악하고 소비자 선택이론을 도입해 출산율 

결정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Becker(1991)는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피임지식이 증가해 출산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4) 실증적 관점에서 소득수준, 여성의 고용 및 출산 간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이종하․황진영(2011), Hondroyiannis and Papapetrou(1999), 

Goldin(1995), Mammen and Paxson(2000), Wang et al.(1994)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Bhaumik and Nugent(2005), Hondroyiannis(2010) 등은 경제내의 

불확실성(uncertainty),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성의 취업은 물론 출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Bhaumik and Nugent(2005)

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계의 저축행위(혹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이나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변동시켜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

적으로 Bhaumik and Nugent(2005)는 1992～2002년의 동독 자료(서독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독의 자료를 이용함)를 이용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안정성 증가

와 출산율 감소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는데, 고용의 불확실성이 출산율 감

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또한 Hondroyiannis(2010)는 27개 유럽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공적

분(panel cointegration)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 결정에 중요한 요인

임을 보였다. Blossfeld et al.(2005)은 직업의 불확실성 혹은 불안정성이 가족형성

4) 이와 같은 소득수준과 여성의 취업 혹은 임금 및 출산 간의 이론적 관계는 Barro and Becker(1989), 
Becker and Barro(1988), Becker et al.(1990), Glaor and Weil(1996) 등에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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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97～1998년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44%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FER는 

다시 회복되어 2010년에는 48%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FER는 1980년 이후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5년 이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여성취업비율의 시계열 변동(단위: %)  

<그림 2>에 나타난 AFR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연령별로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24세 모의 출산율은 1981년 약 161명에서 2010년 

약 1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5∼29세 모의 출산율 역시 1994년 약 188명에서 

2010년 약 8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30∼34세의 경우는 1987년 약 

3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약 11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5∼39세의 출산

율 역시 1987년 약 8명에서 2010년 34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시계열 변동

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영한다. 즉 

1981년에는 모의 출산율이 25～29세 모의 출산율이 30～34세의 경우에 비해 약 4

배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30～34세모의 출산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여성의 취업과 출산은 소득수준이나 경제내의 불확실성, 특히 노동시장의 불

안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노동시장

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1인당 실질 GDP(이후 PGDP

구분 FER
AFR

2024

AFR

2529

AFR

3034

AFR

3539
PGDP FUMP

평균 45.89 66.86 149.64 71.74 16.46 12.13 2.57 
중위수 46.55 62.36 158.08 72.03 15.77 12.21 2.40 
최대값 48.90 160.93 224.31 115.93 34.12 21.32 5.70 
최소값 39.80 16.63 81.82 38.61 7.52 4.05 1.60 

표준편차 2.69 44.10 39.61 21.63 6.76 5.38 0.91 
왜도 -0.81 0.61 -0.31 0.06 0.75 0.10 2.04 
첨도 2.45 2.39 2.10 2.24 3.12 1.77 7.40 

 Jarque-Bera 3.67
[0.16]

2.33 
[0.31] 

1.49 
[0.47] 

0.74 
[0.69] 

2.85 
[0.24] 

1.93 
[0.38] 

45.08 
[0.00] 

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주: 1) 관측치는 30개 연도(1981〜2010년)임. (ⅱ) [ ] 안의 수는 p-값을 나타냄.

모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이후 AFR로 나타냄)은 “특정년도

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년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의 1,000분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AFR은 한 사회에서 각 연령층에 따라 

출산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다. 본 연구에서는 5세 단

위로 구분한 네 가지 모의 연령층, 즉 20～24세(이후 AFR2024로 나타냄), 25～29

세(이후 AFR2529로 나타냄), 30～34세(이후 AFR3034로 나타냄) 및 35～39세(이

후 AFR3039로 나타냄)를 사용한다.5) 비록 1997년 이후 AFR의 시계열 자료는 통

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시계열 자료만을 사용할 경

우 자료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생겨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에

서 제공하는 추계인구에서 20세∼39세의 여성인구의 수와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이용해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구축해 사용한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한 기초통

계량은 <표 1>에 요약돼 있다.

이상의 FER과 AFR의 시계열 추이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에서 FER은 1984년 최저수준인 약 40%에서 1997년 약 49%까지 꾸준히 증가했

5) 40세 이상 모의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기 때문에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연령층을 분석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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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은 <표 1>에 요약돼 있다.

이상의 FER과 AFR의 시계열 추이는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에서 FER은 1984년 최저수준인 약 40%에서 1997년 약 49%까지 꾸준히 증가했

5) 40세 이상 모의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기 때문에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연령층을 분석

에서 제외한다.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132

(stationarity)이 확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VAR 모형을 추정할 때 변수들의 정상성

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에 의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다면 차분해 정상성이 확보된 후 모

형을 추정한다. 또한 모형을 추정한 후 변수들 간의 단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는 각 설명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지 검정하면 된다.

다음으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VEC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VEC 모형은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를 회귀방정식 내에 동시에 포함해 분석한다는 특징

이 있으며, 2단계 추정모형을 거쳐 수행한다. 1단계는 식(2)과 같은 공적분 방정식

(cointegrated equation), 즉 수준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통상적인 회귀방정식을 통해 추

정하며, 이 변수들의 계수는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long-run equilibrium) 관계로 해석

된다. 2단계 추정모형은 단기적인 조정과정을 대표하기 위해 식(3), 식(4)와 같이 차분

변수들로 구성되며, 1단계(즉 수준변수들 간의 회귀)에서 얻어진 잔차항의 전기, 즉 오

차수정항이 설명변수로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2단계 추정모형은 한 변수의 변

화분이 전기의 균형오차와 두 변수의 변화분의 시차 값에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공적분 방정식(장기방정식): 

                    (2)

위 식에서 하첨자 t는 연도; c는 상수항; 는 장기추정계수; 는 백색잡음(white 

noise)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한다.

오차수정 모형(단기방정식):

∆     




∆  




∆      (3)

∆     




∆ 




∆      (4)

위 식(3)과 식(4)에서 ∆는 차분연산자(differencing operator); 는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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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냄)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여성실업률(이후 FUMP로 나타냄)을 사용한다.

이들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역시 <표 1>에 요약돼 있다.

〔그림 2〕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시계열 추이(단위: 명)  

2. 실증분석 방법론

실증분석은 변수들의 시계열상 정상성이 확보됐다는 가정하에서 변수들 간 공적

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존재할 경우는 분석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2변수 VAR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축약된 형태

(reduced form)의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연도, 는 여성취업비율(FER)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AFR)의 2×1 

변수벡터(즉      ), 은 시차연산자, 은 × 계수행렬

(coefficient matrix) 그리고 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한편 VAR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들의 시계열과정의 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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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arity)이 확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VAR 모형을 추정할 때 변수들의 정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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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한다.

오차수정 모형(단기방정식):

∆     




∆  




∆      (3)

∆     




∆ 




∆      (4)

위 식(3)과 식(4)에서 ∆는 차분연산자(differencing operator); 는 상수항;

0 

50 

100 

150 

200 

250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AFR2024 AFR2529 AFR3034 AFR3539

로 나타냄)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여성실업률(이후 FUMP로 나타냄)을 사용한다.

이들 통제변수들의 기초통계량 역시 <표 1>에 요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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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존재할 경우는 분석모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2변수 VAR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축약된 형태

(reduced form)의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연도, 는 여성취업비율(FER)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AFR)의 2×1 

변수벡터(즉      ), 은 시차연산자, 은 × 계수행렬

(coefficient matrix) 그리고 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한편 VAR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들의 시계열과정의 정상성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134

<표 2>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유형
ADF 검정 PP 검정

절편 추세+절편 없음 절편 추세+절편 없음

FER

수준
-1.81
[0.37]

-2.28
[0.43]

1.00
[0.91]

-1.87
[0.34]

-1.92
[0.62]

1.85
[0.98]

1차 차분
-5.20***

[0.00]
-5.16***

[0.00]
-5.17***

[0.00]
-6.39***

[0.00]
-9.00***

[0.00]

-5.24**
*

[0.00]

AF
R

AFR
2024

수준
1.28

[0.99]
-2.97
(0.16)

-2.67***
[0.00]

-0.23
[0.92]

-1.75
[0.70]

-4.82**
*

[0.00]

1차 차분
-2.72*
[0.09]

-3.27*
[0.09]

-1.02
[0.27]

-3.16**
[0.03]

-3.03
[0.14]

-1.77*
[0.07]

AFR
2529

수준
0.55

[0.99]
-2.67
[0.25]

-0.83
[0.35]

-0.26
[0.92]

-1.23
[0.88]

-2.28**
[0.02]

1차 차분
-2.22
[0.20]

-3.08
[0.13]

-2.13**
[0.03]

-3.60**
[0.01]

-3.51*
[0.06]

-3.06**
*

[0.00]
DF-GLS 검정 KPSS 검정

수준 0.49 -3.83*** - 0.59** 0.13** -
1차 차분 -2.28** -2.32** - 0.11 0.11 -

AFR
3034

수준
-0.14
[0.94]

-4.39***
[0.00]

0.60
[0.84]

-0.82
[0.80]

-3.94**
[0.02]

0.35
[0.78]

1차 차분
-2.67
[0.09]

-3.55*
[0.06]

-2.64**
[0.01]

-2.61
[0.10]

-2.79
[0.21]

-2.59**
[0.01]

AFR
3539

수준
0.05

[0.96]
-1.67
[0.73]

2.64
[0.99]

-0.99
[0.74]

-3.75**
[0.03]

0.18
[0.73]

1차 차분
-4.03***

[0.00]
-4.10**
[0.02]

-2.73***
[0.00]

-1.68
[0.43]

-2.28
[0.43]

-1.85*
[0.06]

PGDP

수준
-3.60**
[0.01]

-1.14
[0.90]

6.50
[1.00]

-11.00**
*

[0.00]

-0.96
[0.93]

4.09
[0.99]

1차 차분
-4.21***

[0.00]
-6.04***

[0.00]
-1.22
[0.20]

-4.24***
[0.00]

-11.20**
*

[0.00]

-1.52
[0.12]

FUMP

수준
-2.94*
[0.05]

-3.72**
[0.04]

-0.47
[0.50]

-2.03
[0.27]

-1.99
[0.58]

-0.15
[0.62]

1차 차분
-4.79***

[0.00]
-4.69***

[0.00]
-4.88***

[0.00]
-5.64***

[0.00]
-5.56***

[0.00]

-5.59**
*

[0.00]
주: 1) [ ] 안의 수는 p-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3) KPSS 검정의 귀무가설은 “ : Stationary”이고, 나머지 검정의 귀무가설은 “ : 단위근이 있음“임.

다음으로 VAR 모형을 선택할지 혹은 VEC 모형을 선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는 전기의 오차수정항; 는 각 특성근의 단위원 밖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시차다항식의 계수; 는 백색잡음 오차항이다. 나머지 표기는 식(2)의 경우와 동일

하다. 특히  는 불균형 오차를 반영하는 오차수정항으로 식(2)의 잔차항의 

전기를 의미하고, 는 장기균형에서 이탈한 불균형 오차가 얼마나 빨리 균형상태에 

복귀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조정계수(speed adjustment coefficient)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촐레스키 분산분해

(Cholesky variance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을 검토한다.6)

4. 실증분석 결과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먼저 시계열 변수들의 정상성(stationarity)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요약돼 있다. 단위근 검정은 전통적인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 Perron) 검정을 실시했으며,

최적차수는 Schwarz 정보기준(Schwartz information criteria)에 의거해 ‘상수항’, 

‘상수항+추세항’, ‘없음’과 같이 모든 경우를 고려했다.

<표 2>에서와 같이 상수항(절편)이나 추세항의 포함에 관계없이 대부분 변수들은 

1차 차분을 통해 안정화되기 때문에 I(1) 변수로 판정이 가능하다. 다만 25∼29세 

모의 출산율은 단위근 검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단위근 검정방법으로 알려진 DF-GLS(Dickey Fuller-Generalized Least 

Squares) 검정과 KPSS(Kiwatkowski,  Phillips, Schmidt and Shin) 검정을 사용

한 결과, 수준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차분 후 안정화 

되어 I(1)변수로 판정이 가능하다.

6)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VAR 모형 오차항들의 내생변수 변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수단을 제

공한다.



저
출

산
 대

응
 기

업
의

 역
할

135

<표 2>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유형
ADF 검정 PP 검정

절편 추세+절편 없음 절편 추세+절편 없음

FER

수준
-1.81
[0.37]

-2.28
[0.43]

1.00
[0.91]

-1.87
[0.34]

-1.92
[0.62]

1.85
[0.98]

1차 차분
-5.20***

[0.00]
-5.16***

[0.00]
-5.17***

[0.00]
-6.39***

[0.00]
-9.00***

[0.00]

-5.24**
*

[0.00]

AF
R

AFR
2024

수준
1.28

[0.99]
-2.97
(0.16)

-2.67***
[0.00]

-0.23
[0.92]

-1.75
[0.70]

-4.82**
*

[0.00]

1차 차분
-2.72*
[0.09]

-3.27*
[0.09]

-1.02
[0.27]

-3.16**
[0.03]

-3.03
[0.14]

-1.77*
[0.07]

AFR
2529

수준
0.55

[0.99]
-2.67
[0.25]

-0.83
[0.35]

-0.26
[0.92]

-1.23
[0.88]

-2.28**
[0.02]

1차 차분
-2.22
[0.20]

-3.08
[0.13]

-2.13**
[0.03]

-3.60**
[0.01]

-3.51*
[0.06]

-3.06**
*

[0.00]
DF-GLS 검정 KPSS 검정

수준 0.49 -3.83*** - 0.59** 0.13** -
1차 차분 -2.28** -2.32** - 0.11 0.11 -

AFR
3034

수준
-0.14
[0.94]

-4.39***
[0.00]

0.60
[0.84]

-0.82
[0.80]

-3.94**
[0.02]

0.35
[0.78]

1차 차분
-2.67
[0.09]

-3.55*
[0.06]

-2.64**
[0.01]

-2.61
[0.10]

-2.79
[0.21]

-2.59**
[0.01]

AFR
3539

수준
0.05

[0.96]
-1.67
[0.73]

2.64
[0.99]

-0.99
[0.74]

-3.75**
[0.03]

0.18
[0.73]

1차 차분
-4.03***

[0.00]
-4.10**
[0.02]

-2.73***
[0.00]

-1.68
[0.43]

-2.28
[0.43]

-1.85*
[0.06]

PGDP

수준
-3.60**
[0.01]

-1.14
[0.90]

6.50
[1.00]

-11.00**
*

[0.00]

-0.96
[0.93]

4.09
[0.99]

1차 차분
-4.21***

[0.00]
-6.04***

[0.00]
-1.22
[0.20]

-4.24***
[0.00]

-11.20**
*

[0.00]

-1.52
[0.12]

FUMP

수준
-2.94*
[0.05]

-3.72**
[0.04]

-0.47
[0.50]

-2.03
[0.27]

-1.99
[0.58]

-0.15
[0.62]

1차 차분
-4.79***

[0.00]
-4.69***

[0.00]
-4.88***

[0.00]
-5.64***

[0.00]
-5.56***

[0.00]

-5.59**
*

[0.00]
주: 1) [ ] 안의 수는 p-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3) KPSS 검정의 귀무가설은 “ : Stationary”이고, 나머지 검정의 귀무가설은 “ : 단위근이 있음“임.

다음으로 VAR 모형을 선택할지 혹은 VEC 모형을 선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는 전기의 오차수정항; 는 각 특성근의 단위원 밖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시차다항식의 계수; 는 백색잡음 오차항이다. 나머지 표기는 식(2)의 경우와 동일

하다. 특히  는 불균형 오차를 반영하는 오차수정항으로 식(2)의 잔차항의 

전기를 의미하고, 는 장기균형에서 이탈한 불균형 오차가 얼마나 빨리 균형상태에 

복귀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조정계수(speed adjustment coefficient)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촐레스키 분산분해

(Cholesky variance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을 검토한다.6)

4. 실증분석 결과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먼저 시계열 변수들의 정상성(stationarity)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요약돼 있다. 단위근 검정은 전통적인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과 PP(Phillips Perron) 검정을 실시했으며,

최적차수는 Schwarz 정보기준(Schwartz information criteria)에 의거해 ‘상수항’, 

‘상수항+추세항’, ‘없음’과 같이 모든 경우를 고려했다.

<표 2>에서와 같이 상수항(절편)이나 추세항의 포함에 관계없이 대부분 변수들은 

1차 차분을 통해 안정화되기 때문에 I(1) 변수로 판정이 가능하다. 다만 25∼29세 

모의 출산율은 단위근 검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단위근 검정방법으로 알려진 DF-GLS(Dickey Fuller-Generalized Least 

Squares) 검정과 KPSS(Kiwatkowski,  Phillips, Schmidt and Shin) 검정을 사용

한 결과, 수준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차분 후 안정화 

되어 I(1)변수로 판정이 가능하다.

6)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VAR 모형 오차항들의 내생변수 변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수단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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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VAR 모형 적용 VEC 모형 적용 VAR 모형 적용

RAFR

2024
RFER

RAFR

2529
RFER

RAFR

3034
RFER

RAFR

3539
RFER

AFR

1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2 99.98 0.02 98.49 1.51 99.75 0.25 99.13 0.87 

3 94.68 5.32 90.43 9.57 97.73 2.27 98.53 1.47 

4 89.47 10.53 88.79 11.21 98.28 1.72 91.94 8.06 

5 89.99 10.01 87.71 12.29 98.07 1.93 91.01 8.99 

10 89.21 10.79 72.42 27.58 96.22 3.78 90.80 9.20 

15 89.16 10.84 64.40 35.60 91.04 8.96 90.76 9.24 

20 89.16 10.84 60.01 39.99 85.51 14.49 90.76 9.24 

FER

1 6.17 93.83 0.73 99.27 1.96 98.04 7.60 92.40 

2 7.39 92.61 0.79 99.21 1.17 98.83 7.93 92.07 

3 9.08 90.92 0.99 99.01 0.94 99.06 8.56 91.44 

4 11.52 88.48 2.40 97.60 2.09 97.91 14.09 85.91 

5 11.52 88.48 4.65 95.35 3.73 96.27 14.04 85.96 

10 11.69 88.31 20.70 79.30 11.34 88.66 14.52 85.48 

15 11.70 88.30 34.56 65.44 17.99 82.01 14.54 85.46 

20 11.70 88.30 41.06 58.94 21.90 78.10 14.54 85.46 

2. 분산분해 결과

<표 3>의 공적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

의 내생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VAR 모형 또는 VEC 모형을 각각 추정했

다.8) 또한 이상의 추정결과를 이용해 어떤 변수의 변동이 다른 변수의 변동에 상대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요약돼 있다.

 <표 4> 분산분해 결과: 기본모형

주: 1) RAFR과 RFER는 각각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율과 여성취업비율의 변화율을 나타냄.
    2) AFR 변수로서 AFR2529 및 AFR3034를 사용한 경우는 VEC 모형, 그리고 AFR2024 및 AFR3539

를 사용한 경우는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촐레스키(Cholesky) 분산분해를 20기까지 실시한 결과임.

8) 본 연구는 내생적 관련성 및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VAR 모형 또는 VEC 모형의 추정결

과는 제시하지 않고 생략한다.

구분 
Trace 검정 Max-Eigenvalue 검정

 검정통계량  검정통계량

FER

AFR
2024

   ≥  15.99[0.18]    10.98[0.25]

≤  ≥  5.00[0.28]    5.00[0.28]

AFR
2529

   ≥  20.94**[0.04]    16.22**[0.04]

≤  ≥  4.72[0.32]    4.72[0.32]

AFR
3034

   ≥  13.36**[0.03]    13.32**[0.02]

≤  ≥  0.03[0.88]    0.03[0.88]

AFR
3539

   ≥  8.48[0.20]    7.99[0.17]

≤  ≥  0.49[0.55]    0.49[0.55]

변수들 간 장기관계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들 간 요

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7)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

에 제시돼 있다. 공적분 검정을 위한 시차 적용은 VAR(p) 모형 추정을 통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SC(Schwartz Criteria)의 적정 시차인 4기를 

사용했다. <표 3>에서 FER와 AFR2024 및 FER와 AFR3539 간에는 공적분 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는 반면, FER와 

AFR2529 및 FER와 AFR3034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FER와 AFR2529 및 FER와 AFR3034 간에는 VEC 모형을 사용하고, 공적분 관

계가 존재하지 않은 FER와 AFR2024 및 FER와 AFR3539 간에는 VAR 모형을 

사용한다.

<표 3> 공적분 검정 결과

주: 1) [ ] 안의 수는 p-값을 나타냄.
    2)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3) 공적분 검정 방정식에서 AFR2024와 AFR2529는 상수항만을 포함했으며, AFR3034와 AFR3539는 상수항과 추세항 모두 포함하지 않았음.

7) 요한슨 공적분 검정은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과 비교했을 때 2개 이상의 공적분 벡터의 탐지가 가능

하며, 최우추정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Gonzalo(199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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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VAR 모형 적용 VEC 모형 적용 VAR 모형 적용

RAFR

2024
RFER

RAFR

2529
RFER

RAFR

3034
RFER

RAFR

3539
RFER

AFR

1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2 99.98 0.02 98.49 1.51 99.75 0.25 99.13 0.87 

3 94.68 5.32 90.43 9.57 97.73 2.27 98.53 1.47 

4 89.47 10.53 88.79 11.21 98.28 1.72 91.94 8.06 

5 89.99 10.01 87.71 12.29 98.07 1.93 91.01 8.99 

10 89.21 10.79 72.42 27.58 96.22 3.78 90.80 9.20 

15 89.16 10.84 64.40 35.60 91.04 8.96 90.76 9.24 

20 89.16 10.84 60.01 39.99 85.51 14.49 90.76 9.24 

FER

1 6.17 93.83 0.73 99.27 1.96 98.04 7.60 92.40 

2 7.39 92.61 0.79 99.21 1.17 98.83 7.93 92.07 

3 9.08 90.92 0.99 99.01 0.94 99.06 8.56 91.44 

4 11.52 88.48 2.40 97.60 2.09 97.91 14.09 85.91 

5 11.52 88.48 4.65 95.35 3.73 96.27 14.04 85.96 

10 11.69 88.31 20.70 79.30 11.34 88.66 14.52 85.48 

15 11.70 88.30 34.56 65.44 17.99 82.01 14.54 85.46 

20 11.70 88.30 41.06 58.94 21.90 78.10 14.54 85.46 

2. 분산분해 결과

<표 3>의 공적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

의 내생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합한 VAR 모형 또는 VEC 모형을 각각 추정했

다.8) 또한 이상의 추정결과를 이용해 어떤 변수의 변동이 다른 변수의 변동에 상대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요약돼 있다.

 <표 4> 분산분해 결과: 기본모형

주: 1) RAFR과 RFER는 각각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율과 여성취업비율의 변화율을 나타냄.
    2) AFR 변수로서 AFR2529 및 AFR3034를 사용한 경우는 VEC 모형, 그리고 AFR2024 및 AFR3539

를 사용한 경우는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촐레스키(Cholesky) 분산분해를 20기까지 실시한 결과임.

8) 본 연구는 내생적 관련성 및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VAR 모형 또는 VEC 모형의 추정결

과는 제시하지 않고 생략한다.

구분 
Trace 검정 Max-Eigenvalue 검정

 검정통계량  검정통계량

FER

AFR
2024

   ≥  15.99[0.18]    10.98[0.25]

≤  ≥  5.00[0.28]    5.00[0.28]

AFR
2529

   ≥  20.94**[0.04]    16.22**[0.04]

≤  ≥  4.72[0.32]    4.72[0.32]

AFR
3034

   ≥  13.36**[0.03]    13.32**[0.02]

≤  ≥  0.03[0.88]    0.03[0.88]

AFR
3539

   ≥  8.48[0.20]    7.99[0.17]

≤  ≥  0.49[0.55]    0.49[0.55]

변수들 간 장기관계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들 간 요

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을7)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3>

에 제시돼 있다. 공적분 검정을 위한 시차 적용은 VAR(p) 모형 추정을 통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SC(Schwartz Criteria)의 적정 시차인 4기를 

사용했다. <표 3>에서 FER와 AFR2024 및 FER와 AFR3539 간에는 공적분 관계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는 반면, FER와 

AFR2529 및 FER와 AFR3034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FER와 AFR2529 및 FER와 AFR3034 간에는 VEC 모형을 사용하고, 공적분 관

계가 존재하지 않은 FER와 AFR2024 및 FER와 AFR3539 간에는 VAR 모형을 

사용한다.

<표 3> 공적분 검정 결과

주: 1) [ ] 안의 수는 p-값을 나타냄.
    2) **는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함.

  3) 공적분 검정 방정식에서 AFR2024와 AFR2529는 상수항만을 포함했으며, AFR3034와 AFR3539는 상수항과 추세항 모두 포함하지 않았음.

7) 요한슨 공적분 검정은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과 비교했을 때 2개 이상의 공적분 벡터의 탐지가 가능

하며, 최우추정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Gonzalo(199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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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전체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유도했다고 추측된다.10) 따라서 25∼29세 연

령층 여성이 취업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과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

친 영향을 비교하면,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

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즉 우리는 <표 4>의 결과를 통해 출산이 여성취업에 미

친 영향에 비해 그 반대 경우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변수 간에 미친 상대적 영향의 크기 차이는 20∼24세와 25∼29세에 비

해 30∼34세와 35∼39세 여성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의 증대가 출산의 

감소에 미친 영향이 20대에 비해 30대 여성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상의 결과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과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인해 출산을 연

기하는 현상을 반영하다고 해석된다.1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은 경제환경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

는 소득수준(실질 1인당 GDP, PGDP)과 경제내의 불확실성(여성실업률, FUMP)을 

통제한 VAR 모형 혹은 VEC 모형을 사용해 분산분해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는 

<표 5>와 같다.

10) 우리는 <표 1>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25∼29세 연령의 평균 출산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보다 정밀해지기 이해서는 전체 여성취업비율 대신 연령별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전체 취업비율의 변동 없이) 연령별 취업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취업비율과 연령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여성취업

비율을 사용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수의 선택에 따른 분산분해 20기의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에서 AFR과 FER는 상호간의 변동과 결정에 다소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

는 내생성이 성립함을 의미한다.9)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변동은 대체로 자체 변수

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즉 AFR과 FER 결정에 있어 자체변수의 

변동에 의한 영향은 각각 60.01%～90.76%와 58.94%～88.30%다. 바꾸어 말하면,

모의 연령에 따라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대해 9.24%∼39.99% 영향을 미치며,

AFR 결정은 FER 변동에 의해 11.70%∼41.06% 영향을 받는다.

둘째,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모의 연령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났다. 즉 25∼29세 모의 출산율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39.99%로 매우 

큰 반면, 35세∼39세 모의 출산율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9.24%에 불과

하다.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연령층인 25∼29세에서 출산이 여성취업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혹은 거의 출산을 끝낸) 연령층인 

35∼39세에서는 이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됐다. 이상의 결과는 25∼29세 

연령층의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양질의 직장을 탐색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출산이 취업을 크게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이 다르게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 역시 모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났다. 즉 FER 변동이 20∼24세와 35∼39세 모의 AFR에 미친 영향은 각각 

11.70%와 14.54%인 반면, 25∼29세와 30∼34세 모의 AFR에 미친 영향은 각각 

41.06%와 21.90%다. 즉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연령층은 

25∼29세와 30∼34세이며, 특히 25∼29세 연령층에서 그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30년 동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출산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

났던, 즉 취업이 출산을 가장 크게 제약했던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가 우

9) 이와 같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종하․황진영,
2011; 조윤영, 2006; Hondroyiannis and Papapetrou, 1999; Maksymenko, 2009; Wang et al., 19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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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전체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유도했다고 추측된다.10) 따라서 25∼29세 연

령층 여성이 취업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과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

친 영향을 비교하면,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

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즉 우리는 <표 4>의 결과를 통해 출산이 여성취업에 미

친 영향에 비해 그 반대 경우의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변수 간에 미친 상대적 영향의 크기 차이는 20∼24세와 25∼29세에 비

해 30∼34세와 35∼39세 여성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의 증대가 출산의 

감소에 미친 영향이 20대에 비해 30대 여성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이상의 결과는 많은 여성들이 취업과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해 인해 출산을 연

기하는 현상을 반영하다고 해석된다.1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성은 경제환경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내생적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

는 소득수준(실질 1인당 GDP, PGDP)과 경제내의 불확실성(여성실업률, FUMP)을 

통제한 VAR 모형 혹은 VEC 모형을 사용해 분산분해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는 

<표 5>와 같다.

10) 우리는 <표 1>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25∼29세 연령의 평균 출산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본 연구의 실증분석이 보다 정밀해지기 이해서는 전체 여성취업비율 대신 연령별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성이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경제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전체 취업비율의 변동 없이) 연령별 취업비율은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취업비율과 연령별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여성취업

비율을 사용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수의 선택에 따른 분산분해 20기의 결과 및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4>에서 AFR과 FER는 상호간의 변동과 결정에 다소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

는 내생성이 성립함을 의미한다.9)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변동은 대체로 자체 변수

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즉 AFR과 FER 결정에 있어 자체변수의 

변동에 의한 영향은 각각 60.01%～90.76%와 58.94%～88.30%다. 바꾸어 말하면,

모의 연령에 따라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대해 9.24%∼39.99% 영향을 미치며,

AFR 결정은 FER 변동에 의해 11.70%∼41.06% 영향을 받는다.

둘째,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모의 연령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났다. 즉 25∼29세 모의 출산율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39.99%로 매우 

큰 반면, 35세∼39세 모의 출산율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9.24%에 불과

하다.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연령층인 25∼29세에서 출산이 여성취업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혹은 거의 출산을 끝낸) 연령층인 

35∼39세에서는 이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관측됐다. 이상의 결과는 25∼29세 

연령층의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양질의 직장을 탐색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

층에 비해 출산이 취업을 크게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이 다르게 적용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 역시 모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났다. 즉 FER 변동이 20∼24세와 35∼39세 모의 AFR에 미친 영향은 각각 

11.70%와 14.54%인 반면, 25∼29세와 30∼34세 모의 AFR에 미친 영향은 각각 

41.06%와 21.90%다. 즉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연령층은 

25∼29세와 30∼34세이며, 특히 25∼29세 연령층에서 그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30년 동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출산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

났던, 즉 취업이 출산을 가장 크게 제약했던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가 우

9) 이와 같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종하․황진영,
2011; 조윤영, 2006; Hondroyiannis and Papapetrou, 1999; Maksymenko, 2009; Wang et al., 19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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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의 결과와는 달리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모의 

연령층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됐다. 즉 25∼29세 모의 연령층에서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은 기본모형에서 41.60%였으나, <표 5>의 통제모형에서는 

29.30%로 감소했다. 그러나 FER 변동이 AFR2024, AFR3034 및 AFR3539 결정

에 미친 영향은 13.69%, 47.91% 및 18.96%로 증가했다. 특히 FER 변동이 

AFR3034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수준과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이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이 크게 증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수록 여성취업이 출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0대 후반의 모의 연령에 비해 

30대 초반의 모의 연령에서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본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에 비해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게 관측됐

다. 구체적으로 25∼29세 모의 연령층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큰 차이가 없지

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약 3배(AFR2024와 AFR3539) 혹은 10배(AFR3034)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득수준의 변동성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상대

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연령층에서 여성취업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이하의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3. 인과관계 분석

VEC 모형의 장․단기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

별 출산율 간의 장기적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적 인과관계는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와 같이 표본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두 변수 간 장기적 인과관계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EC 모형을 추정해야 하고, 그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분 시기

VAR 모형 적용 VEC 모형 적용 VAR 모형 적용

RAFR

2024
RFER

RAFR

2529
RFER

RAFR

3034
RFER

RAFR

3539
RFER

AFR

1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2 100.00 0.00 99.96 0.04 99.99 0.01 99.45 0.55 
3 97.91 2.09 99.08 0.92 99.77 0.23 99.43 0.57 
4 95.58 4.42 99.03 0.97 99.68 0.32 95.82 4.18 
5 95.92 4.08 98.77 1.23 99.54 0.46 95.16 4.84 
10 95.60 4.40 91.42 8.58 98.61 1.39 94.71 5.29 
15 95.56 4.44 81.91 18.09 97.26 2.74 94.68 5.32 
20 95.56 4.44 73.92 26.08 95.74 4.26 94.68 5.32 

FER

1 0.09 99.91 7.83 92.17 1.86 98.14 6.87 93.13 
2 0.28 99.72 7.15 92.85 3.17 96.83 10.23 89.77 
3 1.37 98.63 7.75 92.25 6.06 93.94 17.93 82.07 
4 9.73 90.27 9.54 90.46 11.14 88.86 18.56 81.44 
5 12.43 87.57 10.98 89.02 15.52 84.48 18.52 81.48 
10 13.56 86.44 18.24 81.76 32.43 67.57 18.93 81.07 
15 13.68 86.32 24.62 75.38 42.15 57.85 18.96 81.04 
20 13.69 86.31 29.30 70.70 47.91 52.09 18.96 81.04 

<표 5> 분산분해 결과: 통제모형(PGDP와 FUMP 통제)

주: 1) RAFR과 RFER는 각각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율과 여성취업비율의 변화율을 나타냄.
    2) AFR 변수로서 AFR2529 및 AFR3034를 사용한 경우는 VEC 모형, 그리고 AFR2024 및 AFR3539를 사용한 경우는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촐레스키(Cholesky) 분산분해를 20기까지 실시한 결과임.

<표 5>의 결과는 <표 4>의 경우와 대단히 유사하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비

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는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내생성이 형성된다. <표 

4>의 결과와 비교해 <표 5>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표 5>에서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표 4>의 경우에 비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표 4>의 기본모형에서 

AFR2024, AFR2529, AFR3034 및 AFR3539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10.84%, 39.99%, 14.49% 및 9.24%였으나, <표 5>에서는 이상의 영향이 4.44%, 

26.08%, 4.26% 및 5.32%로 감소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수준과 노동시장의 불확

실성을 통제할 때 출산율 변동이 여성취업 결정에 미친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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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의 결과와는 달리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모의 

연령층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됐다. 즉 25∼29세 모의 연령층에서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은 기본모형에서 41.60%였으나, <표 5>의 통제모형에서는 

29.30%로 감소했다. 그러나 FER 변동이 AFR2024, AFR3034 및 AFR3539 결정

에 미친 영향은 13.69%, 47.91% 및 18.96%로 증가했다. 특히 FER 변동이 

AFR3034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수준과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이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이 크게 증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수록 여성취업이 출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0대 후반의 모의 연령에 비해 

30대 초반의 모의 연령에서 크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기본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에 비해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이 크게 관측됐

다. 구체적으로 25∼29세 모의 연령층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큰 차이가 없지

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FER 변동이 AFR 결정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약 3배(AFR2024와 AFR3539) 혹은 10배(AFR3034)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사실은 소득수준의 변동성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상대

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연령층에서 여성취업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이하의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3. 인과관계 분석

VEC 모형의 장․단기적 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

별 출산율 간의 장기적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장기적 인과관계는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

와 같이 표본의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두 변수 간 장기적 인과관계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Granger and Lin(1995)이 제시한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EC 모형을 추정해야 하고, 그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분 시기

VAR 모형 적용 VEC 모형 적용 VAR 모형 적용

RAFR

2024
RFER

RAFR

2529
RFER

RAFR

3034
RFER

RAFR

3539
RFER

AFR

1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2 100.00 0.00 99.96 0.04 99.99 0.01 99.45 0.55 
3 97.91 2.09 99.08 0.92 99.77 0.23 99.43 0.57 
4 95.58 4.42 99.03 0.97 99.68 0.32 95.82 4.18 
5 95.92 4.08 98.77 1.23 99.54 0.46 95.16 4.84 
10 95.60 4.40 91.42 8.58 98.61 1.39 94.71 5.29 
15 95.56 4.44 81.91 18.09 97.26 2.74 94.68 5.32 
20 95.56 4.44 73.92 26.08 95.74 4.26 94.68 5.32 

FER

1 0.09 99.91 7.83 92.17 1.86 98.14 6.87 93.13 
2 0.28 99.72 7.15 92.85 3.17 96.83 10.23 89.77 
3 1.37 98.63 7.75 92.25 6.06 93.94 17.93 82.07 
4 9.73 90.27 9.54 90.46 11.14 88.86 18.56 81.44 
5 12.43 87.57 10.98 89.02 15.52 84.48 18.52 81.48 
10 13.56 86.44 18.24 81.76 32.43 67.57 18.93 81.07 
15 13.68 86.32 24.62 75.38 42.15 57.85 18.96 81.04 
20 13.69 86.31 29.30 70.70 47.91 52.09 18.96 81.04 

<표 5> 분산분해 결과: 통제모형(PGDP와 FUMP 통제)

주: 1) RAFR과 RFER는 각각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율과 여성취업비율의 변화율을 나타냄.
    2) AFR 변수로서 AFR2529 및 AFR3034를 사용한 경우는 VEC 모형, 그리고 AFR2024 및 AFR3539를 사용한 경우는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촐레스키(Cholesky) 분산분해를 20기까지 실시한 결과임.

<표 5>의 결과는 <표 4>의 경우와 대단히 유사하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비

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는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내생성이 형성된다. <표 

4>의 결과와 비교해 <표 5>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표 5>에서 AFR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표 4>의 경우에 비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표 4>의 기본모형에서 

AFR2024, AFR2529, AFR3034 및 AFR3539 변동이 FER 결정에 미친 영향은 

10.84%, 39.99%, 14.49% 및 9.24%였으나, <표 5>에서는 이상의 영향이 4.44%, 

26.08%, 4.26% 및 5.32%로 감소했다. 따라서 우리는 소득수준과 노동시장의 불확

실성을 통제할 때 출산율 변동이 여성취업 결정에 미친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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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EC 모형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및 외생성 검정(block exogeneity Wald test)을 통해 단기적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적 인과관계 검정 결과는 <표 7>에 요약돼 있다. <표 7>에서 모형의 선

택이나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수의 선택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

산율 간의 단기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있지만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 단기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

라서 여성취업이 출산, 특히 AFR2529와 AFR3034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

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표 7> 단기적 인과관계 

모형 구분  -통계량[p-값] 구분  -통계량[p-값]

기본

모형

FER → AFR2024 2.89[0.41] AFR2024 → FER 1.29[0.73]

FER → AFR2529 2.68[0.44] AFR2529 → FER 0.29[0.96]

FER → AFR3034 4.83[0.18] AFR3034 → FER 0.89[0.83]

FER → AFR3539 5.17[0.16] AFR3539 → FER 4.77[0.19]

통제

모형

FER → AFR2024 3.48[0.32] AFR2024 → FER 2.81[0.42]

FER → AFR2529 3.52[0.32] AFR2529 → FER 0.34[0.95]

FER → AFR3034 4.52[0.21] AFR3034 → FER 1.52[0.68]

FER → AFR3539 6.19[0.10] AFR3539 → FER 5.30[0.15]

주: VEC 모형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block exogeneity Wald test) 결과임.

5. 맺음말

본 연구는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때 여성취업비율은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로 측정했으며, 모의 연령층은 주요 출산연령 구간인 20∼39세를 5세 단

모형 구분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구분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기본

모형

FER → AFR2529 1.5022 AFR2529 → FER 0.2071

FER → AFR3034 2.9062 AFR3034 → FER 0.1453 

통제

모형

FER → AFR2529 1.6339 AFR2529 → FER 0.0305

FER → AFR3034 1.8474 AFR3034 → FER 0.0748 

→  ln



 




  


,  →  ln




 




  


        (5)

위 식에서 과 는 VEC 모형에서 추정한 조정계수; 는 오차항 간 상관계

수; →(→)은 공적분 관계에 있는 변수 2(1)의 변수 1(2)에 대한 빈도

(frequency) 0에서의 장기예측력을 측정한다. 만약 ()이 0이면 →(→)

은 0이 된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 중에서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에만 FER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VEC 모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Granger 

and Lin(1995)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표 6>은 기본모형과 통제모형(소득수준과 여성실업률을 통제)에 대한 

AFR2529와 FER 및 AFR3034와 FER 간의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제시한다.

<표 6>을 살펴보면,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이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미친 장기적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기본모형에 비해 통제모형에서 다소 큰 값으로 관측됐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변동성

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인과관계(즉 FER → AFR)는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주: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VEC 모형의 추정결과에 기초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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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VEC 모형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및 외생성 검정(block exogeneity Wald test)을 통해 단기적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적 인과관계 검정 결과는 <표 7>에 요약돼 있다. <표 7>에서 모형의 선

택이나 모의 연령별 출산율 변수의 선택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

산율 간의 단기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여성취업과 출산 간의 장기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 있지만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 단기적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

라서 여성취업이 출산, 특히 AFR2529와 AFR3034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

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표 7> 단기적 인과관계 

모형 구분  -통계량[p-값] 구분  -통계량[p-값]

기본

모형

FER → AFR2024 2.89[0.41] AFR2024 → FER 1.29[0.73]

FER → AFR2529 2.68[0.44] AFR2529 → FER 0.29[0.96]

FER → AFR3034 4.83[0.18] AFR3034 → FER 0.89[0.83]

FER → AFR3539 5.17[0.16] AFR3539 → FER 4.77[0.19]

통제

모형

FER → AFR2024 3.48[0.32] AFR2024 → FER 2.81[0.42]

FER → AFR2529 3.52[0.32] AFR2529 → FER 0.34[0.95]

FER → AFR3034 4.52[0.21] AFR3034 → FER 1.52[0.68]

FER → AFR3539 6.19[0.10] AFR3539 → FER 5.30[0.15]

주: VEC 모형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block exogeneity Wald test) 결과임.

5. 맺음말

본 연구는 1981～2010년의 우리나라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때 여성취업비율은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로 측정했으며, 모의 연령층은 주요 출산연령 구간인 20∼39세를 5세 단

모형 구분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구분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기본

모형

FER → AFR2529 1.5022 AFR2529 → FER 0.2071

FER → AFR3034 2.9062 AFR3034 → FER 0.1453 

통제

모형

FER → AFR2529 1.6339 AFR2529 → FER 0.0305

FER → AFR3034 1.8474 AFR3034 → FER 0.0748 

→  ln



 




  


,  →  ln




 




  


        (5)

위 식에서 과 는 VEC 모형에서 추정한 조정계수; 는 오차항 간 상관계

수; →(→)은 공적분 관계에 있는 변수 2(1)의 변수 1(2)에 대한 빈도

(frequency) 0에서의 장기예측력을 측정한다. 만약 ()이 0이면 →(→)

은 0이 된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 중에서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에만 FER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VEC 모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Granger 

and Lin(1995)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AFR2529와 AFR3034를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표 6>은 기본모형과 통제모형(소득수준과 여성실업률을 통제)에 대한 

AFR2529와 FER 및 AFR3034와 FER 간의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를 제시한다.

<표 6>을 살펴보면,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이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미친 장기적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기본모형에 비해 통제모형에서 다소 큰 값으로 관측됐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변동성

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인과관계(즉 FER → AFR)는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

주: 장기적 인과관계 지표는 VEC 모형의 추정결과에 기초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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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 있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의 가용성으

로 인해 시계열 과정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출산율과 같은 변수는 장기간에 

걸쳐 변동하기 때문에 보다 긴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나 출산은 다양한 경제성장․경기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순한 2 변수 모형을 이용해 복잡한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위(즉 20～24세, 25～29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 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통제한 모형(통제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비율과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령성이 모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

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선택이나 모의 연령층에 관

계없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는 내생성이 성립했다. 둘째, 여성

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만을 사용한 2 변수 기본모형에서 모의 출산율 변동

이 여성취업비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25～29세 연령층에서 39.99%로 가장 크게 나

타난 반면, 35～39세 연령층에서 9.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취업비율

의 변동이 모의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25～29세 연령층에서 41.06%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20～24세 연령층에서 11.70%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통제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출산율 변동이 여성취업비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기본모형에 비해 감소한 반면,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층에서는 여성취업비율 변동이 모의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증가한 것으로 관측

됐다. 넷째, 모형의 선택이나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의 변동이 출산

율 결정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추정됐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취업비율과 25～29세와 30～34세 모의 연령층 출산율 간

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여성취업비율이 모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단기적인 인

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의 연령층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이 차별적으로 적용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5～29세 연령층 여성이 취업

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강화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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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 있는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의 가용성으

로 인해 시계열 과정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출산율과 같은 변수는 장기간에 

걸쳐 변동하기 때문에 보다 긴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여성의 취업이

나 출산은 다양한 경제성장․경기변동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순한 2 변수 모형을 이용해 복잡한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위(즉 20～24세, 25～29세, 30～34세 및 35～39세)로 구분해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상의 2 변수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소득수준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통제한 모형(통제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비율과 출산율 간의 내생적 관령성이 모의 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겨나는지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

율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선택이나 모의 연령층에 관

계없이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에는 내생성이 성립했다. 둘째, 여성

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만을 사용한 2 변수 기본모형에서 모의 출산율 변동

이 여성취업비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25～29세 연령층에서 39.99%로 가장 크게 나

타난 반면, 35～39세 연령층에서 9.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취업비율

의 변동이 모의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25～29세 연령층에서 41.06%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20～24세 연령층에서 11.70%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통제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출산율 변동이 여성취업비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기본모형에 비해 감소한 반면, 25～29세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

층에서는 여성취업비율 변동이 모의 출산율 결정에 미친 영향은 증가한 것으로 관측

됐다. 넷째, 모형의 선택이나 모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여성취업비율의 변동이 출산

율 결정에 미친 영향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크게 추정됐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취업비율과 25～29세와 30～34세 모의 연령층 출산율 간

에는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여성취업비율이 모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취업비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간의 단기적인 인

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수준으로 관측됐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의 연령층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이 차별적으로 적용

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5～29세 연령층 여성이 취업

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강화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을 경제적․사회적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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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지난 몇 년간 기업

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족친화 인증제를 도입

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기업들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을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가 처음 시행된 이래 인증

받은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

여를 촉진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전문 평가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안정성 확보,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그리

고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제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연구

- 가족친화인증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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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07년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으로 중점과제를 이동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07). 

한편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패는 국가에 의한 

정책내용 및 지원수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일’의 공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

원정책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ㆍ국

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2).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인증

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8년 총 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253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는데, 근로자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들

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이러한 가족

친화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제도의 활용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

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

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

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3명으로2), 세계 최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저출산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동을 촉진하

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문제의 핵심

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국가발전의 기본동력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신윤정 외, 2007: 41-44).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적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모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체제를 발전시켜왔던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문제는 주로 여성의 역할에 의존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독일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해왔던 국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

서 여성에게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가

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

2) 2003년 기준 OECD가입국의 합계출산율은 1.6명 이다.
통계청 http://www.kosis.kr/html/autoJipyo/jipyo_h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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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07년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으로 중점과제를 이동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07). 

한편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성패는 국가에 의한 

정책내용 및 지원수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일’의 공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다면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

원정책에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ㆍ국

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2).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고 동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인증

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8년 총 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253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

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는데, 근로자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들

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이 이러한 가족

친화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제도의 활용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을 통해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

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

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

계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3명으로2), 세계 최저출산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저출산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이동을 촉진하

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19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는 전통적인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문제의 핵심

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국가발전의 기본동력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신윤정 외, 2007: 41-44).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적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모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체제를 발전시켜왔던 국가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 

문제는 주로 여성의 역할에 의존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독일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해왔던 국가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일과 가정생활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

서 여성에게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다른 한

편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가

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

2) 2003년 기준 OECD가입국의 합계출산율은 1.6명 이다.
통계청 http://www.kosis.kr/html/autoJipyo/jipyo_h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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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정책의 등장

가족친화정책이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을 지칭한다(OECD, 2002; 장혜경 외, 2007: 57에서 재인용). 

한국과 독일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정책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에는 양국 

모두 저출산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한국은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낮은 출산율

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의 상황은 경제 침체와 고용불안정, 자녀출산 

및 양육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장혜경 외, 2007: 45),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자녀돌봄 기

능의 공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왔었지만, 지난 몇 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공적 보육시스템은 여

전히 현존하는 자녀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사회정책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최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한국에게 가져다주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는 결과적으

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친화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

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기업보다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먼저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가 기

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 국가주도의 정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하게 되면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

이 가족친화정책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2. 가족친화정책의 발전

1. 가족친화의 개념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로 말미암아 

가족친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며,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된 기업차원 또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친화제도는 이미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

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인증을 수여하고,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정책 그리고 가족친화제도 등 이미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가족

친화성'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친화'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출산과 양육에 어려

움없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수행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직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고, 남녀평등

의 증진과 남녀가 가족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친화적이며 수용가능한 

근로조건을 수반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고용주의 요구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

야 한다(Harker, 1996: 48, 안병철, 2004: 73-74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가

족친화제도란 일과 가정 양쪽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교

육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적정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시간적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면 가족친화적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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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정책의 등장

가족친화정책이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을 지칭한다(OECD, 2002; 장혜경 외, 2007: 57에서 재인용). 

한국과 독일에서 이러한 가족친화정책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배경에는 양국 

모두 저출산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한국은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낮은 출산율

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의 상황은 경제 침체와 고용불안정, 자녀출산 

및 양육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장혜경 외, 2007: 45),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자녀돌봄 기

능의 공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왔었지만, 지난 몇 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공적 보육시스템은 여

전히 현존하는 자녀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사회정책간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최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한국에게 가져다주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는 결과적으

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친화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

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기업보다는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먼저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가 기

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 국가주도의 정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

하게 되면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한 노력

이 가족친화정책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2. 가족친화정책의 발전

1. 가족친화의 개념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로 말미암아 

가족친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며, 지난 80년대 이후부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된 기업차원 또는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친화제도는 이미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

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인증을 수여하고, 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정책 그리고 가족친화제도 등 이미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가족

친화성'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가족친화'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출산과 양육에 어려

움없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수행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직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하고, 남녀평등

의 증진과 남녀가 가족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친화적이며 수용가능한 

근로조건을 수반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와 고용주의 요구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

야 한다(Harker, 1996: 48, 안병철, 2004: 73-74에서 재인용). 이러한 의미에서 가

족친화제도란 일과 가정 양쪽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교

육훈련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를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적정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시간적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면 가족친화적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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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친화제도의 분류

기업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은 크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과 일과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

에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후자에는 탄력근무제도

나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안병철, 2004: 74). 한국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하는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

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

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들은 입법화의 유무에 따라 다시금 모든 기업에서 강제적으

로 적용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기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구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동법 제18-2조)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제

(동법 제19조), 육아휴직 기간의 단축근로제(동법 제19-2조) 등이 법적 요구사항으

로 규정되어 있다.

3)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범주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로는 시

차출퇴근제(Gleitzeit), 휴직제도(Pausen), 자녀육아기 근로시간단축(Teilzeit während der Elternzeit), 재

택근무(Arbeit mit nach Hause nehmen), 원격근무(Alternierende Telearbeit)등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양육지원전략인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Arbeitszeitflexibilisierung/ Telearbeit)와 직장보육시설 또

는 지역 보육시설이용지원 등을 통한 양육지원을 비롯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Zuschuss zur 
Kinderbetreuung)등을 포함하는 자녀 및 가족돌봄 서비스 (Kinder/ Angehörigenbetreuung)제공이 대표

적이다. 이 밖에 다양한 상담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등을 포함하는 가족지원제도(Familienservice/Beratungsangebote), 
부모지원제도(Fördermaßnahmen für Eltern/Fraue) 등이 있다(BFSFJ, 2010:10-19) 

기업과 사회내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가족친화정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2007:4).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은 지원의 형식

과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시간지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란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등 각종수당과 세금감면 등

을 가리키고, 시간 지원은 노동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 육아휴직 및 근무유연화제도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

한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서비스지원으로 분류된다(송다영, 2008; 10-12). 이

러한 가족친화정책 중에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제외한 시간지원과 서비스 제공

은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력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예컨대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보장하는 권

리로서,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

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기업 내의 분위기 또는 기업문화에 따라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보육의 부

담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이규용 외,

2004: 98). 즉,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보완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으로 연결되어,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등

장으로 이어졌다.(강혜련 외, 200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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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친화제도의 분류

기업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은 크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과 일과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

에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후자에는 탄력근무제도

나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안병철, 2004: 74). 한국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로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을 포함하는 탄력적 근무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

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

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들은 입법화의 유무에 따라 다시금 모든 기업에서 강제적으

로 적용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개별 기업의 결정에 맡기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구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8조), 배우자 출산휴가(동법 제18-2조)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제

(동법 제19조), 육아휴직 기간의 단축근로제(동법 제19-2조) 등이 법적 요구사항으

로 규정되어 있다.

3)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범주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시행중인 제도로는 시

차출퇴근제(Gleitzeit), 휴직제도(Pausen), 자녀육아기 근로시간단축(Teilzeit während der Elternzeit), 재

택근무(Arbeit mit nach Hause nehmen), 원격근무(Alternierende Telearbeit)등 노동시간 조정을 통한 

양육지원전략인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Arbeitszeitflexibilisierung/ Telearbeit)와 직장보육시설 또

는 지역 보육시설이용지원 등을 통한 양육지원을 비롯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Zuschuss zur 
Kinderbetreuung)등을 포함하는 자녀 및 가족돌봄 서비스 (Kinder/ Angehörigenbetreuung)제공이 대표

적이다. 이 밖에 다양한 상담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등을 포함하는 가족지원제도(Familienservice/Beratungsangebote), 
부모지원제도(Fördermaßnahmen für Eltern/Fraue) 등이 있다(BFSFJ, 2010:10-19) 

기업과 사회내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가족친화정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이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2007:4).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은 지원의 형식

과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시간지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란 아동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등 각종수당과 세금감면 등

을 가리키고, 시간 지원은 노동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 육아휴직 및 근무유연화제도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

한 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은 서비스지원으로 분류된다(송다영, 2008; 10-12). 이

러한 가족친화정책 중에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제외한 시간지원과 서비스 제공

은 국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협력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예컨대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보장하는 권

리로서,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

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기업 내의 분위기 또는 기업문화에 따라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실질적으로 보육의 부

담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에겐 무용지물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이규용 외,

2004: 98). 즉,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이 보완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으로 연결되어,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등

장으로 이어졌다.(강혜련 외, 200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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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제19조) 등을 규율하고 있다.6)

한편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통보 절차, 가족친

화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

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6)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우리나라 가족친화인증제의 현황

1.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요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립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여성

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기업으

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로서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

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 포함된다.4)

 2) 가족친화인증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7년 12월에 제정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의 제15조는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 밖에 동 법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지정(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 인증의 취소(제1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4)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참조 http://ffm.mogef.go.kr
5)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

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

(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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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제19조) 등을 규율하고 있다.6)

한편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통보 절차, 가족친

화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

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6)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 우리나라 가족친화인증제의 현황

1.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요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념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일과 가정의 성공적인 양립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

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여성

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기업으

로 인증받기 위한 제도로서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

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 포함된다.4)

 2) 가족친화인증제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7년 12월에 제정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의 제15조는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 밖에 동 법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지정(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 인증의 취소(제1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4)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참조 http://ffm.mogef.go.kr
5)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

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

(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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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A.1
최고경영층

의리더십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2

A.2
운영

시스템

가족친화관련

부서 및 인력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업무에 필요한 조직 내 부서와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평가한다. 2 2

가족친화관련예산

도입,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가족친화

제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예산확보 및 실제 집행에 

관해 평가한다.
3 2

가족친화관련

제반규정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의 구비 정

도에 대해 평가한다. 3 4

가족친화관련

운영상황 점검

가족친화경영 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영 상황의 정기적 

점검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2 -

A.3
가족친화

문화

가족친화관련 교육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 및 가족친화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4 6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을 위한 전 직원의 의사소통 노력 3 10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60 - 운영요구사항과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각각 50% 이상의 점수획득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대기업 70

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14호)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첫 번째 인증지표는 운영요구 사항으로서, 기업의 전반

적인 운영사항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

지, 가족친화관련 부서 및 인력의 배치, 가족친화관련 예산의 책정, 가족친화관련 제

반규정의 유무, 가족친화관련 운영상황 점검, 가족친화관련 교육, 소통채널, 제도 활

용의 용이성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운영요구 사항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이후 각각 5차례, 3차례 개정

되었는데,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012년 5월 1일 일부개정을 거쳐 5월2

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3) 가족친화 인증절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의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기준으

로 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그림1] 가족친화기업 인증절차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4) 가족친화 인증기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은 운영 요구사항과 실행사항 그리고 가족친화경

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총 점

수가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중소기업 60점 이상),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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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A.1
최고경영층

의리더십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2

A.2
운영

시스템

가족친화관련

부서 및 인력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업무에 필요한 조직 내 부서와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평가한다. 2 2

가족친화관련예산

도입,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가족친화

제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예산확보 및 실제 집행에 

관해 평가한다.
3 2

가족친화관련

제반규정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의 구비 정

도에 대해 평가한다. 3 4

가족친화관련

운영상황 점검

가족친화경영 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영 상황의 정기적 

점검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2 -

A.3
가족친화

문화

가족친화관련 교육
가족친화적 문화 정착 및 가족친화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4 6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을 위한 전 직원의 의사소통 노력 3 10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60 - 운영요구사항과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각각 50% 이상의 점수획득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대기업 70

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표 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14호)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첫 번째 인증지표는 운영요구 사항으로서, 기업의 전반

적인 운영사항과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

지, 가족친화관련 부서 및 인력의 배치, 가족친화관련 예산의 책정, 가족친화관련 제

반규정의 유무, 가족친화관련 운영상황 점검, 가족친화관련 교육, 소통채널, 제도 활

용의 용이성 등으로 구성된다.

<표 2>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운영요구 사항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 이후 각각 5차례, 3차례 개정

되었는데,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2012년 5월 1일 일부개정을 거쳐 5월2

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3) 가족친화 인증절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의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기준으

로 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그림1] 가족친화기업 인증절차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4) 가족친화 인증기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은 운영 요구사항과 실행사항 그리고 가족친화경

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총 점

수가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중소기업 60점 이상),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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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리프레시 휴가, 휴양시설 제공 등)에 관하여 평가 한

다.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근로자의 결혼관련 지원(결혼관련 지원금, 예식장 지

원, 사내 커플 지원) 및 가족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과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친화 사회 공헌

기업(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및 사회 공동체의 다양

한 유형의 가족(e.g.,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심사

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C.1
가족친화경영

임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 수준에 관하여 평가 한다. 10 1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이 밖에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증지표로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

도가 있다. 임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수준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4>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5) 가족친화프로그램

이러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건

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

원, 탄력적 근무시간,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 가

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소통채널 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도 활용의 

용이성

임직원들이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직급별,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력에 관

해 평가한다.
3 4

심사

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B.1 
기본

요소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지원, 상담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부부교육, 부모교육, 은퇴지원 등) 및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 출산관련 유익한 근

로환경 조성 프로그램과 제도(출산 관련 휴가∙휴직

제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 후 프로그

램 등 임직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B.2
특성화 

요소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무의 시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시
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제 근로, 집약근

무제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근무의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재
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

원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 제도, 프로그램(가족간호 

관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부모 부양을 위한 지원)
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진(근로자 가족 초청

행사, 정시퇴근제,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
10 1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실행사항 영역에서의 인증지표의 구성은 기본요소로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이 포함되고, 특성화요소로서 탄력적 근무

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의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이 포함된다.

<표 3>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실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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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

(리프레시 휴가, 휴양시설 제공 등)에 관하여 평가 한

다.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근로자의 결혼관련 지원(결혼관련 지원금, 예식장 지

원, 사내 커플 지원) 및 가족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과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친화 사회 공헌

기업(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및 사회 공동체의 다양

한 유형의 가족(e.g.,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심사

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C.1
가족친화경영

임직원의 

전반적 만족도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 수준에 관하여 평가 한다. 10 1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이 밖에 가족친화기업을 위한 인증지표로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

도가 있다. 임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정도 및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수준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4>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5) 가족친화프로그램

이러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건

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

원, 탄력적 근무시간,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 가

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소통채널 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제도 활용의 

용이성

임직원들이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직급별,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력에 관

해 평가한다.
3 4

심사

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B.1 
기본

요소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지원, 상담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부부교육, 부모교육, 은퇴지원 등) 및 

제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 출산관련 유익한 근

로환경 조성 프로그램과 제도(출산 관련 휴가∙휴직

제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 후 프로그

램 등 임직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B.2
특성화 

요소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무의 시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시
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제 근로, 집약근

무제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근무의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재
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

원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 제도, 프로그램(가족간호 

관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부모 부양을 위한 지원)
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10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진(근로자 가족 초청

행사, 정시퇴근제,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
10 1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실행사항 영역에서의 인증지표의 구성은 기본요소로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등이 포함되고, 특성화요소로서 탄력적 근무

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의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 등이 포함된다.

<표 3>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의 구성: 실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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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구  분 기업명(기관명)

2008년

(14개)

대기업

(4개소) 교보생명보험(주), (주)대웅제약, 유한킴벌리, (주)LG생명과학

중소기업

(1개소) 선보공업(주)

공공기관

(9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

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

국정보문화진흥원

2009년

(20개)

대기업

(6개소) (주)부산은행, (주)롯데쇼핑,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주), 한미파슨스, 매일유업

중소기업

(6개소) (주)삼광, 삼광TLT(주), 태양산업, 경남스틸, 경은산업(주), 에디코

공공기관

(8개소)
관세청, 한국중부발전(주),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31개)

대기업

(11개소)

경남에너지(주), 동우화인켐(주), (주)디에스엘시디, 삼성카드(주), 삼성테스코(주),
로레알코리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한국애보트(주), CJ제일제당(주), (주)KT, 
(주)LG유플러스

중소기업

(9개소)
(주)대건테크, (주)대덕테크, 디에스케이기계(주), (주)솜피, 신화철강(주), (주)엠
아이케이21, (주)제일산업, 한국아이시스(주), (주)해피브릿지

공공기관

(11개소)

강남구청, 관악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성동구청, 송파구청, 신용보증기금,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

공사

2011년

(95개)

대기업

(22개소)

(주)경동도시가스, (주)광주은행, (주)농수산홈쇼핑, 동아오츠카㈜, 롯데쇼핑㈜롯

데시네마ㆍ롯데엔터테인먼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바텍, 삼성화재해

상보험㈜, 서비스에이스㈜, (주)세아에삽, (주)세아제강, 에스엘㈜, (주)엔투비, 존

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 포스코, 지에스네오텍㈜, 코오롱인더

스트리㈜, 푸르덴셜생명보험㈜, 한국릴리 유한회사, 한국아이비엠㈜, (주)한독약

품, (주)한솔홈데코

중소기업

(33개소)

(주)골프존, 나이스알앤씨㈜, (주)남양, (주)농협물류, 대림기업㈜, 대영전자㈜,
(주)동서기전, (주)동진곤포, (주)동화엔텍, 메리케이코리아(유), (주)바이저, 비아

이피㈜, 비엔스틸라㈜, (주)비투엔컨설팅, (주)비티앤아이, (주)산호수출포장, 선일

금고제작, (주)신라명과, (주)신진, (주)애드맨, (주)에스에이테크, (주)에스케이이

엠, (주)유엔아이텍, (주)잉카엔트웍스, 전북무용촌(주)익산하이테크, 천호식품㈜,
(주)체리쉬, (주)커뮤니케이션웍스, 태림산업㈜, 파나소닉코리아㈜, 프렉스에어코

리아(주), 한국의학연구소, 한화제약㈜

공공기관

(40개소)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경인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

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청,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방과학

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청, 부산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

년 14개의 사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현재까지 총 253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6> 가족친화인증기업

구분 프로그램 내용

근로자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생애주기별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상담제도, 상담실 운영, 부부교육/부모교육, 은퇴지원제도, 체력단련

실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임직원의 자녀출산(본인 및 배우자)을 지원는 제도 및 프로그램

- 법정기준 초과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축하금, 임신 중 태아검진 관련 지원 (유산관련 휴

가지원, 불임부부지원, 입양휴가 등)

근로자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임직원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보육시설 및 보육비, 보육정보, 자녀교육프로그램, 자녀학자금지원 등

탄력적 

근무시간

임직원의 근로시간 관련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직무공유제 등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유연성

임직원의 근무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원격근무,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등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병을 위한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간병/가족간호휴직, 가족간병비 지원, 가족건강검진, 가족의료비 지원 등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임직원 및 가족관 관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정시퇴근제, 가족초청행사, 배우자 타지역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리프레시휴가, 휴가

비 지원, 휴양시설제공, 가족주말농장, 가족대상 주말캠프 등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지원

임직원의 결혼 장려 및 결혼과 고나련한 제반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 사내커플 지원, 커플 매니징 서비스, 협력 예식장/사내 예식장 지원, 경조금 지원, 경조휴

가, 부모님 환갑/칠순/팔순 선물 지급, 상조서비스 및 장례절차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임직원 주말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및 생활정책 지원 프

로그램, 독거노인 지원, 지역주민 대상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 가정 의료비 모금 및 지

원 등

<표 5> 가족친화프로그램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첫 해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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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구  분 기업명(기관명)

2008년

(14개)

대기업

(4개소) 교보생명보험(주), (주)대웅제약, 유한킴벌리, (주)LG생명과학

중소기업

(1개소) 선보공업(주)

공공기관

(9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

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

국정보문화진흥원

2009년

(20개)

대기업

(6개소) (주)부산은행, (주)롯데쇼핑,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주), 한미파슨스, 매일유업

중소기업

(6개소) (주)삼광, 삼광TLT(주), 태양산업, 경남스틸, 경은산업(주), 에디코

공공기관

(8개소)
관세청, 한국중부발전(주),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31개)

대기업

(11개소)

경남에너지(주), 동우화인켐(주), (주)디에스엘시디, 삼성카드(주), 삼성테스코(주),
로레알코리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한국애보트(주), CJ제일제당(주), (주)KT, 
(주)LG유플러스

중소기업

(9개소)
(주)대건테크, (주)대덕테크, 디에스케이기계(주), (주)솜피, 신화철강(주), (주)엠
아이케이21, (주)제일산업, 한국아이시스(주), (주)해피브릿지

공공기관

(11개소)

강남구청, 관악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성동구청, 송파구청, 신용보증기금, 한국

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

공사

2011년

(95개)

대기업

(22개소)

(주)경동도시가스, (주)광주은행, (주)농수산홈쇼핑, 동아오츠카㈜, 롯데쇼핑㈜롯

데시네마ㆍ롯데엔터테인먼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바텍, 삼성화재해

상보험㈜, 서비스에이스㈜, (주)세아에삽, (주)세아제강, 에스엘㈜, (주)엔투비, 존

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 포스코, 지에스네오텍㈜, 코오롱인더

스트리㈜, 푸르덴셜생명보험㈜, 한국릴리 유한회사, 한국아이비엠㈜, (주)한독약

품, (주)한솔홈데코

중소기업

(33개소)

(주)골프존, 나이스알앤씨㈜, (주)남양, (주)농협물류, 대림기업㈜, 대영전자㈜,
(주)동서기전, (주)동진곤포, (주)동화엔텍, 메리케이코리아(유), (주)바이저, 비아

이피㈜, 비엔스틸라㈜, (주)비투엔컨설팅, (주)비티앤아이, (주)산호수출포장, 선일

금고제작, (주)신라명과, (주)신진, (주)애드맨, (주)에스에이테크, (주)에스케이이

엠, (주)유엔아이텍, (주)잉카엔트웍스, 전북무용촌(주)익산하이테크, 천호식품㈜,
(주)체리쉬, (주)커뮤니케이션웍스, 태림산업㈜, 파나소닉코리아㈜, 프렉스에어코

리아(주), 한국의학연구소, 한화제약㈜

공공기관

(40개소)

경기도 수원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경인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

역시 북구청, 광주광역시청,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방과학

연구소,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청, 부산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

년 14개의 사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현재까지 총 253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2

년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6> 가족친화인증기업

구분 프로그램 내용

근로자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생애주기별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건강관리지원, 근로자 상담제도, 상담실 운영, 부부교육/부모교육, 은퇴지원제도, 체력단련

실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임직원의 자녀출산(본인 및 배우자)을 지원는 제도 및 프로그램

- 법정기준 초과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축하금, 임신 중 태아검진 관련 지원 (유산관련 휴

가지원, 불임부부지원, 입양휴가 등)

근로자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임직원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보육시설 및 보육비, 보육정보, 자녀교육프로그램, 자녀학자금지원 등

탄력적 

근무시간

임직원의 근로시간 관련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직무공유제 등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유연성

임직원의 근무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원격근무,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등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병을 위한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간병/가족간호휴직, 가족간병비 지원, 가족건강검진, 가족의료비 지원 등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임직원 및 가족관 관계 증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 정시퇴근제, 가족초청행사, 배우자 타지역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리프레시휴가, 휴가

비 지원, 휴양시설제공, 가족주말농장, 가족대상 주말캠프 등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지원

임직원의 결혼 장려 및 결혼과 고나련한 제반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 사내커플 지원, 커플 매니징 서비스, 협력 예식장/사내 예식장 지원, 경조금 지원, 경조휴

가, 부모님 환갑/칠순/팔순 선물 지급, 상조서비스 및 장례절차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

지역사회 및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

-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임직원 주말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및 생활정책 지원 프

로그램, 독거노인 지원, 지역주민 대상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 가정 의료비 모금 및 지

원 등

<표 5> 가족친화프로그램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2.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첫 해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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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가능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높은 근속율로 인하여 안정적 기업 운영과 생산성 

향사 및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친화제도

가 근로자의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생애

에 걸쳐 중단 없는 경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원이 높을

수록 소속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으

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낮은 이직율과 높은 근속률로 

인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기업 이미지제

고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유리한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다(유

계숙,전혜정, 2007: 16). 

4. 외국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사례 : 독일

1. 독일의 가족친화정책의 변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었

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가 독일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로 등장하게 된 건 영국과 프랑스 등 이웃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의 과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유럽의 최저출산국가군에 머물러 있는 상황

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의 복지체제는 한국과 유사한 남성중심의 생계부양모델에 근

거한 제도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공백으

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한 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부족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

게 되었다8). 이에 독일정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

8) 물론 독일의 저출산 요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두가지의 요인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복

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보육시스템은 강력한 공적 책임을 

년  도 구  분 기업명(기관명)
연금공단,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서

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재

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남도청, 한

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원자력연료㈜,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년

(101개)

대기업

(23)

(주)넥슨네트웍스, 대성산업(주).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비스탑(주), 서울도시가스(주), 스태츠 칩팩코리아, (주)신세계푸드, (주)씨제이

오쇼핑, 아스공항(주), 에릭슨엘지(주), SK이노베이션(주), 에프앤유신용정보(주),
LG Display, 이랜드월드, 코웨이(주), 포스코에너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사)
한국선급, 한국MSD, 한국지엠,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현대C&R(주)

중소기업

(29)

경성정공, (주)다린, 동남특수강(주), (주)동양엔지니어링, 동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동화씨엔에프, (주)리한, (주)미래컴퍼니, (주)박스터, 365병원, 삼정E&W, 
삼화유업, 성도정밀, 신대양(주), 주식회사 세영기업, (주)애강그린텍, 에스에프하

이월드, (주)에스유, 주식회사 엔에프, (주)엠티에스코리아, (주)원진엠엔티, 위더

스케미칼(주), 주식회사 코스틸, 태영엔지니어링, (주)프라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주),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한백디스템(주), (주)한성기어

공공기관

(49)

경상남도 양산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재)광주광역시 광

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도시철도공사, (재)국제

방송교류재단, 대국광역시 달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

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

천항만공사, 전라북도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천안시청,
한국감정원, (주)한국거래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예탁결제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3. 인증의 효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밖에 국방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7) 또한 근로자들은 중단 없는 경력개

7) 2011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처음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대통령표창(1개-우리

에프아이에스(주)), 국무총리표창(3개-유한킴벌리, 한국아이시스(주), 한국전력공사), 여성가족부 장관표창(6
개-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동화세상 에듀코, (주)엠아이케이21, 천호식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정보

화진흥원) 등을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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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가능하며, 기업 측면에서는 높은 근속율로 인하여 안정적 기업 운영과 생산성 

향사 및 우수한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친화제도

가 근로자의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없이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생애

에 걸쳐 중단 없는 경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점차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지원이 높을

수록 소속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관점으

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낮은 이직율과 높은 근속률로 

인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기업 이미지제

고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의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유리한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다(유

계숙,전혜정, 2007: 16). 

4. 외국의 가족친화 인증제도 사례 : 독일

1. 독일의 가족친화정책의 변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었

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가 독일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로 등장하게 된 건 영국과 프랑스 등 이웃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의 과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유럽의 최저출산국가군에 머물러 있는 상황

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의 복지체제는 한국과 유사한 남성중심의 생계부양모델에 근

거한 제도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가 가장 큰 공백으

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한 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부족은 저출산의 문제로 이어지

게 되었다8). 이에 독일정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

8) 물론 독일의 저출산 요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 두가지의 요인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복

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보육시스템은 강력한 공적 책임을 

년  도 구  분 기업명(기관명)
연금공단,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서

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재

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남도청, 한

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원자력연료㈜,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년

(101개)

대기업

(23)

(주)넥슨네트웍스, 대성산업(주).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비스탑(주), 서울도시가스(주), 스태츠 칩팩코리아, (주)신세계푸드, (주)씨제이

오쇼핑, 아스공항(주), 에릭슨엘지(주), SK이노베이션(주), 에프앤유신용정보(주),
LG Display, 이랜드월드, 코웨이(주), 포스코에너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사)
한국선급, 한국MSD, 한국지엠,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현대C&R(주)

중소기업

(29)

경성정공, (주)다린, 동남특수강(주), (주)동양엔지니어링, 동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동화씨엔에프, (주)리한, (주)미래컴퍼니, (주)박스터, 365병원, 삼정E&W, 
삼화유업, 성도정밀, 신대양(주), 주식회사 세영기업, (주)애강그린텍, 에스에프하

이월드, (주)에스유, 주식회사 엔에프, (주)엠티에스코리아, (주)원진엠엔티, 위더

스케미칼(주), 주식회사 코스틸, 태영엔지니어링, (주)프라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주),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한백디스템(주), (주)한성기어

공공기관

(49)

경상남도 양산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재)광주광역시 광

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 동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도시철도공사, (재)국제

방송교류재단, 대국광역시 달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

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

천항만공사, 전라북도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천안시청,
한국감정원, (주)한국거래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예탁결제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3. 인증의 효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밖에 국방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7) 또한 근로자들은 중단 없는 경력개

7) 2011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중 처음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대통령표창(1개-우리

에프아이에스(주)), 국무총리표창(3개-유한킴벌리, 한국아이시스(주), 한국전력공사), 여성가족부 장관표창(6
개-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동화세상 에듀코, (주)엠아이케이21, 천호식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정보

화진흥원) 등을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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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도입 및 시행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모니터링의 결과

를 살펴보면 가족친화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독일의 가족친화제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쾰른경제연구소에 의해 진행된 2009년 모니터링11)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3년 46.5%에서 2009년에는 79.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2003년 19.6%에서 2006년엔 4.8%로 그리고 2009년에는 1% 미만까지 낮

아졌으며, 향후 5년내에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18.6%였다12)(쾰른경제연구소, 2010: 5-6). 독일 기업에게 가족친화인증은 이

미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

부분의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와 성과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1) 인증기관

독일의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은 연방복지가족부가 아닌 일가족센터(Das 

Audit Beruf und Familie)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다. 독일의 일가족센터는 지난 

1998년 헤르티에재단(Gemeinnützige Hertie-Stiftung)에 의해 설립된 이래 가족친

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업

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beruf-und-famile.de
11) 2009년 모니터링은 독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과 영국

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에는 1,319개의 독일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가족친화지수를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지수는 발표하지 않는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제도, 휴직관련 제도, 가족돌봄제

도 그리고 가족지원제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활용정도에 대한 조사와 가

족친화 프로그램의 도입이유 및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활용정

도 및 중간 관리자 급 이상의 직위에서 여성인력의 비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12) 가족친화제도의 중요도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7%, 오히려 그 중

요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였다.

종 수당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가족친화

적 고용정책을 핵심과제로 지향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말까지 독일에서 추진해왔던 기존의 가족정

책은 아동수당과 세금감면 등 주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54년 처음 아동수당

(Kindergeld)이 도입된 후로,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규모는 확대되어 왔다.9)

또한 1986년에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주요과제로 등장하면서 양육수당(Erziehungsgeld)

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2002년 독일의 가족정책에 관련한 예산중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에 달하는 반면, 보육시설 등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출

은 29%에 그치고 있었다(Bertelsmann Stifung, 2002: 44; 김상철, 2009: 250에서 재

인용). 독일은 그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도 

2003년 합계 출산율은 유럽평균인 1.48보다 낮은 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결과적

으로 기존의 가족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계

기로 금전적 지원 중심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육아휴직을 비롯한 근무유연화 제도

와 보다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상철, 2009: 251-252). 

2.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도입 

독일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며, 2012년 현재 가족

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1500여개 기업에 이른다.10)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

근거로 한 스웨덴이나 활발한 시장기능에 근거하는 영국과는 차별화된 제도로서, 전통적인 가족기능에 의

해 해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저출산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심각했다.
9) 현재 독일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서, 두 명의 자녀까지는 각각 

184유로, 셋째 자녀는 190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215유로씩 추가된다(Bundeskindergeldgesetz §6). 아

동수당은 18세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직기간 또는 직업교육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대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BGKK §1).
10) 독일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0

년 290여개, 2011년 260개 그리고 2012년에는 370여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독일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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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도입 및 시행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모니터링의 결과

를 살펴보면 가족친화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독일의 가족친화제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쾰른경제연구소에 의해 진행된 2009년 모니터링11)의 결과에 

의하면 가족친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3년 46.5%에서 2009년에는 79.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2003년 19.6%에서 2006년엔 4.8%로 그리고 2009년에는 1% 미만까지 낮

아졌으며, 향후 5년내에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18.6%였다12)(쾰른경제연구소, 2010: 5-6). 독일 기업에게 가족친화인증은 이

미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

부분의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와 성과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1) 인증기관

독일의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은 연방복지가족부가 아닌 일가족센터(Das 

Audit Beruf und Familie)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다. 독일의 일가족센터는 지난 

1998년 헤르티에재단(Gemeinnützige Hertie-Stiftung)에 의해 설립된 이래 가족친

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업

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beruf-und-famile.de
11) 2009년 모니터링은 독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과 영국

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에는 1,319개의 독일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가족친화지수를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지수는 발표하지 않는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제도, 휴직관련 제도, 가족돌봄제

도 그리고 가족지원제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활용정도에 대한 조사와 가

족친화 프로그램의 도입이유 및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여성인력의 활용정

도 및 중간 관리자 급 이상의 직위에서 여성인력의 비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12) 가족친화제도의 중요도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7%, 오히려 그 중

요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였다.

종 수당 등을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가족친화

적 고용정책을 핵심과제로 지향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말까지 독일에서 추진해왔던 기존의 가족정

책은 아동수당과 세금감면 등 주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54년 처음 아동수당

(Kindergeld)이 도입된 후로,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의 지급규모는 확대되어 왔다.9)

또한 1986년에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 주요과제로 등장하면서 양육수당(Erziehungsgeld)

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2002년 독일의 가족정책에 관련한 예산중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에 달하는 반면, 보육시설 등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출

은 29%에 그치고 있었다(Bertelsmann Stifung, 2002: 44; 김상철, 2009: 250에서 재

인용). 독일은 그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도 

2003년 합계 출산율은 유럽평균인 1.48보다 낮은 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결과적

으로 기존의 가족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계

기로 금전적 지원 중심의 일과 가정 양립정책은 육아휴직을 비롯한 근무유연화 제도

와 보다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상철, 2009: 251-252). 

2.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도입 

독일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며, 2012년 현재 가족

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1500여개 기업에 이른다.10) 기업의 가족친화 프로그

근거로 한 스웨덴이나 활발한 시장기능에 근거하는 영국과는 차별화된 제도로서, 전통적인 가족기능에 의

해 해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저출산 문제에 미치는 영

향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심각했다.
9) 현재 독일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으로서, 두 명의 자녀까지는 각각 

184유로, 셋째 자녀는 190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215유로씩 추가된다(Bundeskindergeldgesetz §6). 아

동수당은 18세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직기간 또는 직업교육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대 2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BGKK §1).
10) 독일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0

년 290여개, 2011년 260개 그리고 2012년에는 370여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독일 인증기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170

근로자의 요구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별다른 어려움이나 불리한 처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평

가하고 있다(Berufundfamilie, 2008b: 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우

선 개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청으로 인증절차가 시작되며, 대략 3개월정도의 평가

작업을 거쳐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족친화기

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사를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독과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인증절차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평가작업으로 지속적인 효력을 지난 가족친화 인증을 수여하

는 방식은 기업이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을 유지해야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전략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가족친화제도들

이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객관적인 연구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인증받은 가족친

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참

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독일은 가족친화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 및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14) ‘(기업의) 성공요인은 

가족(Erfolgsfaktor Familie)’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친화제도 활용에 대한 비용-효

14)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사용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가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실행하게 함으로써 실

질적인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반드시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기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가족친

화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증을 위한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평가업무 와 평가를 받은 인증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가족센터는 가족친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

의 필요성에 근거해 지난 1998년 헤르티재단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 인증업무 외에도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

가족양립정책의 주무부처인 연방복지가족부는가족친화 인증제를 지원하는 역할과 더

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현재 독일의 모든 연방부처는 가족친

화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2)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와 인증절차

독일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Leistungen)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

담(Dialoge)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에 대한 평가(Kultur)로 구성

되는데, 각 부분마다 각각 4개, 11개,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최종 평가는 0(전혀 

가족친화적이지 않음)점에서 100(최고로 가족친화적임)점으로 나타낸다13). 가족친화

제도의 실행여부 외에 상담프로그램과 기업문화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으로,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요구

되는 가족친화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은 

13)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미

국과 아일랜드에서 개발된 가족친화 지표는 가족친화적 직무설계 및 재편이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을 위한 체계와 지원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정책적 특성을 지닌 

일본의 경우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등 모성보호나 돌봄지원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유계숙, 전혜

정, 2007: 121). 



저
출

산
 대

응
 기

업
의

 역
할

171

근로자의 요구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별다른 어려움이나 불리한 처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평

가하고 있다(Berufundfamilie, 2008b: 2).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절차를 살펴보면, 우

선 개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청으로 인증절차가 시작되며, 대략 3개월정도의 평가

작업을 거쳐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족친화기

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사를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독과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인증절차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평가작업으로 지속적인 효력을 지난 가족친화 인증을 수여하

는 방식은 기업이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을 유지해야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전략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가족친화제도들

이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객관적인 연구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인증받은 가족친

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참

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독일은 가족친화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 및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발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14) ‘(기업의) 성공요인은 

가족(Erfolgsfaktor Familie)’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친화제도 활용에 대한 비용-효

14)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사용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가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실행하게 함으로써 실

질적인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반드시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가기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가족친

화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증을 위한 평가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평가업무 와 평가를 받은 인증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가족센터는 가족친화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

의 필요성에 근거해 지난 1998년 헤르티재단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가족친화 지표

개발 및 평가, 인증업무 외에도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

가족양립정책의 주무부처인 연방복지가족부는가족친화 인증제를 지원하는 역할과 더

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직접 동참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현재 독일의 모든 연방부처는 가족친

화인증에 동참하고 있다.

 2) 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와 인증절차

독일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Leistungen)에 대한 평가와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

담(Dialoge)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에 대한 평가(Kultur)로 구성

되는데, 각 부분마다 각각 4개, 11개,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최종 평가는 0(전혀 

가족친화적이지 않음)점에서 100(최고로 가족친화적임)점으로 나타낸다13). 가족친화

제도의 실행여부 외에 상담프로그램과 기업문화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으로,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요구

되는 가족친화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은 

13)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미

국과 아일랜드에서 개발된 가족친화 지표는 가족친화적 직무설계 및 재편이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을 위한 체계와 지원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정책적 특성을 지닌 

일본의 경우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 등 모성보호나 돌봄지원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유계숙, 전혜

정, 200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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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입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가족친화 인증제가 기업에 의한 가족친

화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보다 먼저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통해 한국제도에의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첫째는 인증기관의 안정성

이다. 독일은 가족친화 인증제의 도입 이전부터 일가족센터를 설립하여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인증 절차등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인증업무를 전반적으

로 처리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제의 주무부처인 독일의 연방가족복지부의 임무는 

일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을 수여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지만,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은 해마다 조달계약에 의해 다른 기관

들이 담당함으로써 인증절차나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해마다 다른 기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평가지표

와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의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만, 하나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가 문제점

으로 지적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또

는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기능을 통한 인증제도의 안정성이

다.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가족친화기

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사를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매년 이루어지는 감독기능은 가족친화 인

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 평가기관에 의한 감독기능이 

없이 유지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평가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적

극적인 활용을 유지하도록 유인할 만한 통제기능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은 가족친화 인증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분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최대 연간 25%의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한 명의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직위의 성격

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9,500유로에서 43,2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고,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력에 드는 

비용은 최대 17,500유로에 이른다. 또한 육아휴직이후 복귀한 근로자가 다시 본래의 

업무에 적응하기 까지 드는 비용은 육아휴직의 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6

개월의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 1,200유로에서 3년간의 휴직후 복귀했을 경우 6000

유로까지 상승한다15).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새로운 근로자의 고용 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체인력 사용과 휴직후 업무복귀 지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시적인 비용절감외에도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활용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의 경우 근로자

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2.4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8b: 32-33, 2003: 30-33). 이러한 사실은 쾰른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되는데, 독일의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하고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는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이라고 응답했다(쾰른경제연구소, 2010: 

21-22). 

3. 독일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제는 아직까지는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미비점

15) 한국과 독일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각각 최대 1년과 3년이며, 양국 모두 육아휴직기간의 불리한 

처우나 해고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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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입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가족친화 인증제가 기업에 의한 가족친

화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보다 먼저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통해 한국제도에의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첫째는 인증기관의 안정성

이다. 독일은 가족친화 인증제의 도입 이전부터 일가족센터를 설립하여 평가 기준 

및 지표개발, 인증 절차등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인증업무를 전반적으

로 처리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증제의 주무부처인 독일의 연방가족복지부의 임무는 

일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을 수여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지만,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은 해마다 조달계약에 의해 다른 기관

들이 담당함으로써 인증절차나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해마다 다른 기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평가지표

와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의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만, 하나의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에 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약화가 문제점

으로 지적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또

는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기능을 통한 인증제도의 안정성이

다. 독일의 가족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가족친화기

업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매년 검사를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씩 재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매년 이루어지는 감독기능은 가족친화 인

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 평가기관에 의한 감독기능이 

없이 유지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평가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적

극적인 활용을 유지하도록 유인할 만한 통제기능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 유효기간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은 가족친화 인증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과분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최대 연간 25%의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한 명의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직위의 성격

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9,500유로에서 43,2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고,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의 대체인력에 드는 

비용은 최대 17,500유로에 이른다. 또한 육아휴직이후 복귀한 근로자가 다시 본래의 

업무에 적응하기 까지 드는 비용은 육아휴직의 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6

개월의 휴직후 복귀하는 경우 1,200유로에서 3년간의 휴직후 복귀했을 경우 6000

유로까지 상승한다15).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자녀양육의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새로운 근로자의 고용 훈련에 드는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체인력 사용과 휴직후 업무복귀 지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시적인 비용절감외에도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족친화적 제도의 활용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친화기업의 경우 근로자

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이 다른 기업에 비해 2.4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FSFJ, 

2008b: 32-33, 2003: 30-33). 이러한 사실은 쾰른연구소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되는데, 독일의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하고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는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와 직무만족도 향상이라고 응답했다(쾰른경제연구소, 2010: 

21-22). 

3. 독일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제는 아직까지는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미비점

15) 한국과 독일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은 각각 최대 1년과 3년이며, 양국 모두 육아휴직기간의 불리한 

처우나 해고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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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신 한국의 기업인증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동

기요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

다는 관점에서, 기업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째는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요소가 약화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두번째로는 해마다 조

달계약에 의해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증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노출되고16), 이는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신설하는

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성 외에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하므로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유인전략은 기업인증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비용의 부담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재의 인센티브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독

일에서 사용하는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 및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다는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한

국의 기업인증제가 도입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16)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을 수여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지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인증을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16
조에서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친화기업 인증평가는 해마다 공모를 통

해 조달계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엔 능률협회인증원에서, 2009년엔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증기

관으로 선정되었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전략의 중요성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는 새로운 규제나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 다른 가족친

화정책과는 구분된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

족친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협력은 절실한데, 가족친화 

인증제는 이러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

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제도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은 이렇듯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

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발표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기인하는 전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이제는 기업의 경영성과

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주

도한 것은 다름아닌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와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전략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전략은 단기적인 인센티브 전략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5. 결론

한국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

은 초기단계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제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재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나 가족친

화 프로그램의 활용 실적에 대한 비교결과로 한국의 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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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신 한국의 기업인증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동

기요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

다는 관점에서, 기업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째는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요소가 약화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두번째로는 해마다 조

달계약에 의해 인증기관을 선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인증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에 노출되고16), 이는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신설하는

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인증기관을 선정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인증과정에 대한 신뢰성 외에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하므로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유인전략은 기업인증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9년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면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비용의 부담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현재의 인센티브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독

일에서 사용하는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 및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다는 연

구결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한

국의 기업인증제가 도입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16) 우리나라의 가족친화 인증을 수여할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지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인증을 위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16
조에서 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친화기업 인증평가는 해마다 공모를 통

해 조달계약을 맺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엔 능률협회인증원에서, 2009년엔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증기

관으로 선정되었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전략의 중요성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는 새로운 규제나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타 다른 가족친

화정책과는 구분된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가

족친화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협력은 절실한데, 가족친화 

인증제는 이러한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족친화정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

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제도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은 이렇듯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

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발표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 기인하는 전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

하더라도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이제는 기업의 경영성과

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주

도한 것은 다름아닌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와 가족친화제도의 경제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전략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전략은 단기적인 인센티브 전략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5. 결론

한국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

은 초기단계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독일의 제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재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나 가족친

화 프로그램의 활용 실적에 대한 비교결과로 한국의 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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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조직문화와�삶의�질”

이숙정 l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본 논문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여

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체의 남·녀 직장인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성별과 직장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학력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는 일-가정 갈등과 부적상관, 삶의 질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약 41.4%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일과 가정일의 상충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

이숙정1)

1)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본 논문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2010, 49(1)에 게재했던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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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여성 및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활

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노동자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의 모성보호 협약이 제정된 이래,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각국의 기업에서는 여성친화,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

고 출산력 회복 등 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부에서도 여성친화정책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좋은 기업의 기준을 여성친화적인 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여성친화적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친화적 조직문

화”란 기업조직이 성차별을 제거시켜 나갈 뿐 만 아니라 여성에게 승진이나 교육훈

련,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성친화

적 기업은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자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의미한다(여성부, 2009: 2). 이

에 따라 여성친화정책은 가족친화정책3)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출산력 회복과 성 

평등 및 여성의 취업이 보장되는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성공

적 연계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케털리스트(Catalyst)의 ‘기업경영과 성 다양성의 상관관계 보

고서(2004)’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

는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과 총 수익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임원수

가 많은 88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17.7%)이 여성임원수가 적은 89개 기업

3)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며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배려하고 기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터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 이득이 되며 나아가 경제전반과 사회전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정

책이다(정영금, 2004, 94). 현재 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보건복지부가 ‘가족친화’, 여성부가 ‘여성친화’
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며,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여성친

화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서론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

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인적자

원의 활용과 이를 위한 여성친화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활용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

성노동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이중적이어서 출산과 육아의 시기와 경제

활동 참여의 시기가 서로 맞물려 30대 전·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간 이들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10%씩 증가하였으나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던 1996년 이후 약 10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1.3% 증가(1996년 48.9% -> 2006년 50.2%)하는데 그치고 있다(김영옥, 2007).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얼마나 미

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52.6%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1.8%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들이 출산양육기의 경력단절로 인해 그 중심인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감

소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2 세

계인구현황을 보면, 최근 4-5년간 우리나라 연 평균치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나타

나 UN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2)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9.1%였으나 2만 달러에 진입

하면서 80.1%로 올라갔으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56.7%에서 70.7%로 미국의 경우에는53.7%에서 

63.0%로 높아졌다(Dynamic Women Korea, 2010, 김영옥, 2007, 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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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여성 및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활

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노동자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의 모성보호 협약이 제정된 이래,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각국의 기업에서는 여성친화,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

고 출산력 회복 등 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부에서도 여성친화정책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좋은 기업의 기준을 여성친화적인 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여성친화적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친화적 조직문

화”란 기업조직이 성차별을 제거시켜 나갈 뿐 만 아니라 여성에게 승진이나 교육훈

련,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성친화

적 기업은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자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의미한다(여성부, 2009: 2). 이

에 따라 여성친화정책은 가족친화정책3)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출산력 회복과 성 

평등 및 여성의 취업이 보장되는 사회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의 성공

적 연계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케털리스트(Catalyst)의 ‘기업경영과 성 다양성의 상관관계 보

고서(2004)’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

는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과 총 수익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임원수

가 많은 88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17.7%)이 여성임원수가 적은 89개 기업

3) 가족친화정책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며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배려하고 기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주의국가들에서 기업과 국가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터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 이득이 되며 나아가 경제전반과 사회전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정

책이다(정영금, 2004, 94). 현재 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보건복지부가 ‘가족친화’, 여성부가 ‘여성친화’
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며,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여성친

화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서론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

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인적자

원의 활용과 이를 위한 여성친화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활용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

성노동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이중적이어서 출산과 육아의 시기와 경제

활동 참여의 시기가 서로 맞물려 30대 전·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재진입의 가장 큰 애로점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경제성장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측면에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증가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약 10년

간 이들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10%씩 증가하였으나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던 1996년 이후 약 10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1.3% 증가(1996년 48.9% -> 2006년 50.2%)하는데 그치고 있다(김영옥, 2007).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의 선진국들에 비하여 얼마나 미

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52.6%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1.8%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들이 출산양육기의 경력단절로 인해 그 중심인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출산의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감

소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2 세

계인구현황을 보면, 최근 4-5년간 우리나라 연 평균치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나타

나 UN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2)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9.1%였으나 2만 달러에 진입

하면서 80.1%로 올라갔으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56.7%에서 70.7%로 미국의 경우에는53.7%에서 

63.0%로 높아졌다(Dynamic Women Korea, 2010, 김영옥, 2007, 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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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정휴가 또는 휴직을 기업에 신청하고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강제

퇴직의 두려움이나 승진 및 기타 근로 여건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노동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가족친화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혼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융통적인 근

무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현주 등(2007: 

52)은 “여성인력 활용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 진단지표의 4가지 차

원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고용평등, 여성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제안하면서, 특히 여성인력 활용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강

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좌절되고 여성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의 인력손실 및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 방향에 여성친화적 조직문

화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제도이든 그것이 한 기업에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상관이나 중간관

리자들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유계숙,

2008). 특히, 개혁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일수록 CEO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영방식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CEO의 여성

인력 활용의지, 경영방식에 대한 태도, 인적자원경영에 대한 태도, 일-가정 양립제도

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므로(민현주 외, 2007, 5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실

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장점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하

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경험

적 연구들(방묘진, 2004; 유계숙, 2008)이 수행되었지만, 아직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기업

체 종사자들의 인식 경향이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조직의 규모 및 특성 등

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형성 수준에 따른 일-가

(13.1%)보다 4.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익율도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이 

127.3%로 여성임원이 적은 기업의 95.3%보다 32%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성부, 2009: 6에서 재인용). 유규창(2007)은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

동주관한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과 고용평등” 세미나에서, 국내기업의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실시정도에 따른 근로자 1인당 매출액과 연간 이직률에 대한 보고에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여

성고용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남·여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8.6.22 시행)’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12.6 시행)’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여성친화정책을 실

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

서 가족친화, 여성친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관련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예, 가영희, 2005; 김난주․권태희, 2009; 방묘진, 2004; 유계숙,

2008; 하은정, 2008; Allen, 2001; Campbell, 2001)은 가족친화 정책이나 제도들

이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하여도, 그 기

업의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임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효과성이나 

일-가정 갈등의 해소, 삶의 질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유계숙, 2008).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2009)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 일-가정 양

립, 가족친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

나 정책의 의미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

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을 



저
출

산
 대

응
 기

업
의

 역
할

187

위한 법정휴가 또는 휴직을 기업에 신청하고 그러한 제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강제

퇴직의 두려움이나 승진 및 기타 근로 여건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노동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가족친화정책의 실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기혼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융통적인 근

무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현주 등(2007: 

52)은 “여성인력 활용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 진단지표의 4가지 차

원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고용평등, 여성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제안하면서, 특히 여성인력 활용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강

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좌절되고 여성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의 인력손실 및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 방향에 여성친화적 조직문

화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제도이든 그것이 한 기업에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상관이나 중간관

리자들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유계숙,

2008). 특히, 개혁적이고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일수록 CEO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영방식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CEO의 여성

인력 활용의지, 경영방식에 대한 태도, 인적자원경영에 대한 태도, 일-가정 양립제도

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되므로(민현주 외, 2007, 5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실

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장점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하

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경험

적 연구들(방묘진, 2004; 유계숙, 2008)이 수행되었지만, 아직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기업

체 종사자들의 인식 경향이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조직의 규모 및 특성 등

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형성 수준에 따른 일-가

(13.1%)보다 4.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수익율도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이 

127.3%로 여성임원이 적은 기업의 95.3%보다 32%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성부, 2009: 6에서 재인용). 유규창(2007)은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

동주관한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과 고용평등” 세미나에서, 국내기업의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실시정도에 따른 근로자 1인당 매출액과 연간 이직률에 대한 보고에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여

성고용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남·여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08.6.22 시행)’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12.6 시행)’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여성친화정책을 실

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제도적 측면에

서 가족친화, 여성친화 정책 및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계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관련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예, 가영희, 2005; 김난주․권태희, 2009; 방묘진, 2004; 유계숙,

2008; 하은정, 2008; Allen, 2001; Campbell, 2001)은 가족친화 정책이나 제도들

이 기업 종사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하여도, 그 기

업의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임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효과성이나 

일-가정 갈등의 해소, 삶의 질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유계숙, 2008).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2009)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 일-가정 양

립, 가족친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

나 정책의 의미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

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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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남·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2009년 7월에서 8월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13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207명

(50.1%), 여성이 206명(49.9%)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68세였다.

2. 측정도구

 1)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부(2009)에서 개발한 ‘여성

친화측정지표’와 이영안(2007)이 제작한 ‘여성친화적 정책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5문항),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3문항), 남성

중심적 작업관행 제거(5문항),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5문항)이며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다.

 2)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이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다양한 복

합적인 이유로 상호양립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서

(Greenhaus & Beutell, 1985), 본 연구에서는 박광배(1993)가 제작한 일-가정 갈

등 척도를 이용하여 상충되는 역할 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87이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200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 수행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자료임  

정 갈등의 정도와 삶의 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다양한 여성관련 정책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성친화정책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여성친화정책은 한 가지 영역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

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 가족, 보육, 고용, 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의 연

계성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및 조직문화 형성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남·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소속 직장의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대하

여 알아보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일-가정 갈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은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라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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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남·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2009년 7월에서 8월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13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207명

(50.1%), 여성이 206명(49.9%)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68세였다.

2. 측정도구

 1)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부(2009)에서 개발한 ‘여성

친화측정지표’와 이영안(2007)이 제작한 ‘여성친화적 정책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네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5문항),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3문항), 남성

중심적 작업관행 제거(5문항),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5문항)이며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다.

 2) 일-가정 갈등 

일-가정 갈등이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생활영역에서의 역할 압력이 다양한 복

합적인 이유로 상호양립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서

(Greenhaus & Beutell, 1985), 본 연구에서는 박광배(1993)가 제작한 일-가정 갈

등 척도를 이용하여 상충되는 역할 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87이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에서 2009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 수행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자료임  

정 갈등의 정도와 삶의 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다양한 여성관련 정책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성친화정책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인적자원 활용과 여성친화정책은 한 가지 영역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경제

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 가족, 보육, 고용, 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의 연

계성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및 조직문화 형성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남·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경변인에 따른 소속 직장의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대하

여 알아보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일-가정 갈등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은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라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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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N %

연령

만20-29세 180 43.6
만30-39세 192 46.5
만40-49세 41 9.9

학력

고졸 이하 62 15.0
전문대졸 119 28.8

대졸 201 48.7
대학원 이상 31 7.5

결혼여부
미혼 206 49.9
기혼 207 50.1

직종

관리사무직 349 84.5
영업직 21 5.1
생산직 18 4.4
기타 25 6.1

근무년수

5년 미만 235 56.9
5-10년 127 30.8
11-15년 37 9.0

16년 이상 14 3.4

직위

사원 207 50.1
대리 119 28.8

과장급 52 12.6
차장급 15 3.6
부장급 17 4.1

이사급 이상 3 .7

직장규모
중 ․ 소기업 267 64.6

대기업 146 35.4

근로자수

50인 이하 129 31.2
51-300인 이하 79 19.1
301-600인 이하 66 16.0
601-999인 이하 26 6.3

1000인 이상 113 27.4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은 30에서 39세가 192명(46.5%)로 가장 많았으며, 20에서 29세가 180명

(43.6%), 40에서 49세가 41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 201명

(48.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인 119명(28.8%), 고졸 이하가 62명(15.0%), 

대학원 이상이 31명(7.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의 경우는 미혼이 206명

(49.9%), 기혼이 207명(50.1%)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종은 관리사무직이 

349명(84.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기타가 25명(6.1%), 영업직이 21명(5.1%), 

생산직이 18명(4.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5년 미만이 235명(56.9%)로 가

 3)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최성인(2007)의 삶의 질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93이다.

3.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배경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특성 

우선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종, 근무년

수, 직위, 직장규모, 근로자수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표 1>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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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N %

연령

만20-29세 180 43.6
만30-39세 192 46.5
만40-49세 41 9.9

학력

고졸 이하 62 15.0
전문대졸 119 28.8

대졸 201 48.7
대학원 이상 31 7.5

결혼여부
미혼 206 49.9
기혼 207 50.1

직종

관리사무직 349 84.5
영업직 21 5.1
생산직 18 4.4
기타 25 6.1

근무년수

5년 미만 235 56.9
5-10년 127 30.8
11-15년 37 9.0

16년 이상 14 3.4

직위

사원 207 50.1
대리 119 28.8

과장급 52 12.6
차장급 15 3.6
부장급 17 4.1

이사급 이상 3 .7

직장규모
중 ․ 소기업 267 64.6

대기업 146 35.4

근로자수

50인 이하 129 31.2
51-300인 이하 79 19.1
301-600인 이하 66 16.0
601-999인 이하 26 6.3

1000인 이상 113 27.4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연령은 30에서 39세가 192명(46.5%)로 가장 많았으며, 20에서 29세가 180명

(43.6%), 40에서 49세가 41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 201명

(48.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인 119명(28.8%), 고졸 이하가 62명(15.0%), 

대학원 이상이 31명(7.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의 경우는 미혼이 206명

(49.9%), 기혼이 207명(50.1%)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종은 관리사무직이 

349명(84.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기타가 25명(6.1%), 영업직이 21명(5.1%), 

생산직이 18명(4.4%)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5년 미만이 235명(56.9%)로 가

 3)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최성인(2007)의 삶의 질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6문항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93이다.

3.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학적 배경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특성 

우선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종, 근무년

수, 직위, 직장규모, 근로자수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표 1>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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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집 단 N M SD     t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성별
남성

여성

207
206

52.03
46.96

11.09
11.41 4.575***

결혼여부
미혼

기혼

206
207

49.02
49.98

10.70
12.29 -.848

직장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267
146

47.14
53.81

10.12
12.66 -5.481***

는 3.24,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평균은 12.62, 표준편차는 4.36으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평균이 다른 하위요인들보다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의 총합은 20.68, 표준편차는 5.52, 일로 인한 가정생활 갈등

(일→가정 갈등)의 평균은 11.15, 표준편차는 3.44, 가정생활로 인한 일의 갈등(가정

→일 갈등)의 평균은 9.53, 표준편차는 3.11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일로 인한 가정

생활 갈등이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일의 갈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삶의 질 평균은 59.64 표준편차는 11.58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차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별, 결혼여부, 직장규모에 따른 여

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성별, 결혼여부,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

 ***p<.001

성별의 경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남성의 평균은 52.03으로 여성의 평균 

46.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의 경우, 미혼의 평균

은 49.02, 기혼의 평균은 49.98로 기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를 

변 인 평균(M) 표준편차(SD)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49.50 11.52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7.57 2.7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14.15 3.8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15.17 3.24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 12.62 4.36

일-가정 갈등 총합 20.68 5.52

일→가정 갈등 11.15 3.44

가정→일 갈등 9.53 3.11

삶의 질 59.64 11.58

장 많았으며, 5년에서 10년이 127명(30.8%), 11년에서 15년이 37명(9.0%), 16년 

이상이 1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사원이 207명(50.1%)로 가장 많았으

며, 대리가 119명(28.8%), 과장급이 52명(12.6%), 부장급이 17명(4.1%), 차장급이 

15명(3.6%), 이상급 이상이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규모는 중․소기업이 

267명(64.6%), 대기업이 146명(35.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소속회사

의 근로자 수는 50인 이하가 129명(31.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00명 이

상이 113명(27.4%), 51에서 300명 이하가 79명(19.1%), 301명에서 600명 이하가 

66명(16.0%), 601명에서 999명 이하가 26명(6.3%) 순으로 나타났다.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기술통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해 각각의 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등, 삶의 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의 평균은 49.50, 표준편차는 11.52로 나타났으며, 여

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평균은 7.57, 표준편차는 2.7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의 평

균은 14.15, 표준편차는 3.8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평균은 15.17,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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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집 단 N M SD     t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성별
남성

여성

207
206

52.03
46.96

11.09
11.41 4.575***

결혼여부
미혼

기혼

206
207

49.02
49.98

10.70
12.29 -.848

직장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267
146

47.14
53.81

10.12
12.66 -5.481***

는 3.24,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의 평균은 12.62, 표준편차는 4.36으로 나타났

다. 상대적으로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평균이 다른 하위요인들보다 낮을 것을 볼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의 총합은 20.68, 표준편차는 5.52, 일로 인한 가정생활 갈등

(일→가정 갈등)의 평균은 11.15, 표준편차는 3.44, 가정생활로 인한 일의 갈등(가정

→일 갈등)의 평균은 9.53, 표준편차는 3.11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일로 인한 가정

생활 갈등이 가정생활로 인한 직장일의 갈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삶의 질 평균은 59.64 표준편차는 11.58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차이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성별, 결혼여부, 직장규모에 따른 여

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성별, 결혼여부,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

 ***p<.001

성별의 경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남성의 평균은 52.03으로 여성의 평균 

46.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의 경우, 미혼의 평균

은 49.02, 기혼의 평균은 49.98로 기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를 

변 인 평균(M) 표준편차(SD)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49.50 11.52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7.57 2.7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14.15 3.8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15.17 3.24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 12.62 4.36

일-가정 갈등 총합 20.68 5.52

일→가정 갈등 11.15 3.44

가정→일 갈등 9.53 3.11

삶의 질 59.64 11.58

장 많았으며, 5년에서 10년이 127명(30.8%), 11년에서 15년이 37명(9.0%), 16년 

이상이 1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사원이 207명(50.1%)로 가장 많았으

며, 대리가 119명(28.8%), 과장급이 52명(12.6%), 부장급이 17명(4.1%), 차장급이 

15명(3.6%), 이상급 이상이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규모는 중․소기업이 

267명(64.6%), 대기업이 146명(35.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소속회사

의 근로자 수는 50인 이하가 129명(31.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000명 이

상이 113명(27.4%), 51에서 300명 이하가 79명(19.1%), 301명에서 600명 이하가 

66명(16.0%), 601명에서 999명 이하가 26명(6.3%) 순으로 나타났다.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기술통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해 각각의 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 갈등, 삶의 질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의 평균은 49.50, 표준편차는 11.52로 나타났으며, 여

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평균은 7.57, 표준편차는 2.7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의 평

균은 14.15, 표준편차는 3.8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평균은 15.17,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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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

친화총합

능력 및 

경 력

개 발

친화적 

분위기

작업

관행제거

여성

편의시설

일-가정

갈등총합

일->

가정갈등

가정->

일 갈등
삶의 질

여성

친화총합
-

능력 및 

경력개발 .81***

친화적 

분위기 .90*** .70***

작업

관행제거 .66*** .39*** .45***

여성

편의시설 .86*** .60*** .71*** .37***

일-가정 

갈등총합
-.11*  .01 -.08 -.19**

* -.81

일->가

정 갈등
-.17* -.07 -.12* -.25**

* -.12* .86***

가정->
일 갈등

-.01  .10 -.01 -.07 -.02 .82*** .42***

삶의 질 .35*** .27*** .34***  .16** .35***
-.33**

*
-.37**

* -.17** -

<표 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5.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 차이 

근로자들이 지각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평균을 기준으로 +1SD(표준편차)를 상

위집단, -1SD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일-가정 갈등 총합

과 하위변인인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일-가정 갈등 총합을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의 상위집단 평균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평균이 47.14, 대기업의 

평균이 53.81로 대기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

학력, 직종, 근무년수, 직위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관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의 상관관계는 ｒ=-.11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갈등은 ｒ

=-.17(p<.05), 가정->일 갈등은 ｒ=-.01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

직문화 하위변인과 일-가정 갈등 총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성능력 및 경력

개발과의 상관은 ｒ=.01(ns), 여성친화적 분위기 ｒ=-.08(ns),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ｒ=-.19(p<.001),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은 ｒ=-.08(ns)의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변인 중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가 일-

가정 갈등 총합은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변인과 일-가정 갈등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요인 모두 가정->일 갈등은 여성능력 및 개발을 제

외하고 모두 부적상관이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의 경우,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ｒ

=-.2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와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 모두 ｒ=-.12였고, 여

성능력 및 경력개발은 ｒ=-.07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

직문화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ｒ=.35로 나타났으며,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

영의 상관이 ｒ=.35로 가장 높았고,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ｒ=-.34),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ｒ=.27), 남성중심적 작업관행제거(ｒ=.16) 순으로 나타났다.



저
출

산
 대

응
 기

업
의

 역
할

195

구분
여성

친화총합

능력 및 

경 력

개 발

친화적 

분위기

작업

관행제거

여성

편의시설

일-가정

갈등총합

일->

가정갈등

가정->

일 갈등
삶의 질

여성

친화총합
-

능력 및 

경력개발 .81***

친화적 

분위기 .90*** .70***

작업

관행제거 .66*** .39*** .45***

여성

편의시설 .86*** .60*** .71*** .37***

일-가정 

갈등총합
-.11*  .01 -.08 -.19**

* -.81

일->가

정 갈등
-.17* -.07 -.12* -.25**

* -.12* .86***

가정->
일 갈등

-.01  .10 -.01 -.07 -.02 .82*** .42***

삶의 질 .35*** .27*** .34***  .16** .35***
-.33**

*
-.37**

* -.17** -

<표 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5.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 차이 

근로자들이 지각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평균을 기준으로 +1SD(표준편차)를 상

위집단, -1SD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일-가정 갈등 총합

과 하위변인인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일-가정 갈등 총합을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의 상위집단 평균

살펴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평균이 47.14, 대기업의 

평균이 53.81로 대기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

학력, 직종, 근무년수, 직위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관계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

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의 상관관계는 ｒ=-.11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갈등은 ｒ

=-.17(p<.05), 가정->일 갈등은 ｒ=-.01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

직문화 하위변인과 일-가정 갈등 총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성능력 및 경력

개발과의 상관은 ｒ=.01(ns), 여성친화적 분위기 ｒ=-.08(ns),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ｒ=-.19(p<.001),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은 ｒ=-.08(ns)의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변인 중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가 일-

가정 갈등 총합은 가장 강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변인과 일-가정 갈등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하위요인 모두 가정->일 갈등은 여성능력 및 개발을 제

외하고 모두 부적상관이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의 경우,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ｒ

=-.2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와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 모두 ｒ=-.12였고, 여

성능력 및 경력개발은 ｒ=-.07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

직문화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ｒ=.35로 나타났으며,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

영의 상관이 ｒ=.35로 가장 높았고,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ｒ=-.34),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ｒ=.27), 남성중심적 작업관행제거(ｒ=.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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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집 단 N M SD t

일-가정 

갈등 

총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2
67

19.33
21.04

6.19
6.23 -1.51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20.09
19.78

6.24
6.59 .26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19.95
21.06

5.61
6.31 -1.114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54
46

18.09
21.41

4.81
3.75 -2.71**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19.83
21.53

5.99
6.78 -1.60

일 → 

가정 갈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7

10.12
11.82

3.68
4.26 -2.340*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10.40
11.19

3.69
4.32 -1.08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19.95
21.06

5.61
6.31 -2.03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9.61
12.00

3.69
3.53 -3.30**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10.46
11.86

3.51
4.26 -2.16*

가정→일 

갈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2
67

9.21
9.22

3.11
3.74 -.020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9.68
8.59

3.21
3.88 1.70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9.36
9.16

3.47
4.22 .37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54
46

8.48
9.41

3.08
3.81 -1.33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9.37
9.67

3.15
3.94 -.50

<표 5>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의 차이  

*p<.05,   **p<.01

다음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성친

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

이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하위

요인별로 상위집단의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중

심적 작업관행 제거 요인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19.33, 하위집단 평균은 21.04로 하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경우, 상위집단의 일-가정 

갈등 총합의 평균은 20.09, 하위집단의 평균은 19.78로 상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

다.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은 상위집단의 평균이 각각 

19.05, 19.83으로 하위집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경우 상위집단의 평균이 18.09, 하위집단의 평균이 

21.41로 상위집단의 평균 즉,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일-가정 갈등의 총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능력 

및 경력개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 갈등의 경우, 집단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일로 인한 가정생활의 갈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가정생활의 갈등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의 제도, 정책, 분위기, 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의 삶의 질 평

균은 88.94, 하위집단의 평균은 71.16으로 상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육

아 및 여성편의 시설 운영의 상위집단의 삶의 질 평균은 각각 86.25, 85.57, 87.17

로 하위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경우 상위집단이

(M=.79.76) 하위집단의 평균(M=70.55)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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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인 집 단 N M SD t

일-가정 

갈등 

총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2
67

19.33
21.04

6.19
6.23 -1.51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20.09
19.78

6.24
6.59 .265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19.95
21.06

5.61
6.31 -1.114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54
46

18.09
21.41

4.81
3.75 -2.71**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19.83
21.53

5.99
6.78 -1.60

일 → 

가정 갈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7

10.12
11.82

3.68
4.26 -2.340*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10.40
11.19

3.69
4.32 -1.08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19.95
21.06

5.61
6.31 -2.03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9.61
12.00

3.69
3.53 -3.30**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10.46
11.86

3.51
4.26 -2.16*

가정→일 

갈등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

하위집단

52
67

9.21
9.22

3.11
3.74 -.020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상위집단

하위집단

57
63

9.68
8.59

3.21
3.88 1.70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상위집단

하위집단

77
68

9.36
9.16

3.47
4.22 .371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위집단

하위집단

54
46

8.48
9.41

3.08
3.81 -1.33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위집단

하위집단

70
73

9.37
9.67

3.15
3.94 -.50

<표 5>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의 차이  

*p<.05,   **p<.01

다음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성친

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

이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하위

요인별로 상위집단의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중

심적 작업관행 제거 요인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19.33, 하위집단 평균은 21.04로 하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다.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의 경우, 상위집단의 일-가정 

갈등 총합의 평균은 20.09, 하위집단의 평균은 19.78로 상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

다.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운영은 상위집단의 평균이 각각 

19.05, 19.83으로 하위집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경우 상위집단의 평균이 18.09, 하위집단의 평균이 

21.41로 상위집단의 평균 즉,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일-가정 갈등의 총합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의 경우, 하위요인별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능력 

및 경력개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일 갈등의 경우, 집단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일로 인한 가정생활의 갈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가정생활의 갈등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의 제도, 정책, 분위기, 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총합 상위집단의 삶의 질 평

균은 88.94, 하위집단의 평균은 71.16으로 상위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능력 및 경력개발, 여성친화적 조직분위기, 육

아 및 여성편의 시설 운영의 상위집단의 삶의 질 평균은 각각 86.25, 85.57, 87.17

로 하위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의 경우 상위집단이

(M=.79.76) 하위집단의 평균(M=70.55)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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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x2 df GFI TLI CFI NFI RMSEA

완전매개 93.97 18 .946 .907 .940 .927 .101

부분매개 48.44 17 .972 .959 .975 .963 .067

<표 7>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표7>의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분매개모

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90이상이었으나, 절대적합도지수인 RMSEA가 .1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도 산정기

준에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매개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완

전매개모형의 지수들과 비교해 볼 때, 적합도 산정기준에 더 부합하였으며, RMSEA

의 경우에도 .07이하로 나타나 양호도 판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

분매개모형이 본 자료와 더 부합하는 일반화 가능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모

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경로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1〕최종모형의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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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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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14.27 5.918***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

상집단

하집단

54
46

79.76
73.78

16.64
13.68 1.97

육아 및 여성편의시설
상집단

하집단

70
73

87.17
70.55

15.04
15.13 6.59***

<표 6>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p<.001

6.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완전매개와 부분매개의 가설적 관계모형을 설정하고 구조

방정식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고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분

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비실험적인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분석기법으로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단점 중 하나인 조작된 

변수의 완전한 측정이라는 가정을 배제하고 오차변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료분석

에 적절한 기법이다(홍세희, 2004). 모형의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

수들이 산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2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을 산출하였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GFI와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 

TLI, N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정할 수 있

다(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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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x2 df GFI TLI CFI NFI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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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07이하로 나타나 양호도 판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

분매개모형이 본 자료와 더 부합하는 일반화 가능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모

형의 표준화된 모수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경로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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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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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고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분

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비실험적인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

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분석기법으로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단점 중 하나인 조작된 

변수의 완전한 측정이라는 가정을 배제하고 오차변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료분석

에 적절한 기법이다(홍세희, 2004). 모형의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합도 지

수들이 산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x2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들을 산출하였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GFI와 상대적합도 지수인 CFI, 

TLI, N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판정할 수 있

다(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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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p>.05).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는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를 제외하고 대기업의 평균이 중․소기업의 평균보다 더 높았으며 평균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유계숙, 2008)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기업의 경우 여성친화에 대한 제도가 중소기업보다 잘 운영되고 있고, 문

화 및 의식 등의 수준도 더 높은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성친화적 조직형성에 

대한 상관의 지원 정도나 관련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의 지원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작업관행제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이 오히려 여성상사,

여성승진, 남녀역할 등에 있어서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은 부적상관, 삶의 질과는 정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방묘진, 2004; 정기선․장은미, 2005; Yogev 

& Brett, 1985)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

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할 갈등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갈등을 완

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을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

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집단의 경우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별

로 살펴보면,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통계적인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의 경우, 총합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정 갈등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반대로 가정->일 갈

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직

장에서 발생하는 일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에 유의하게 영향을 

구분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 일-가정 갈등 -.147 -.147 -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 삶의 질 .414 .351 .063

일-가정 갈등 -> 삶의 질 -.426 -.426 -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표 8>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의 총 효과 분해

4.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정규직 남녀 근로자

들 4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

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지각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일-

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

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

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 

근로자 간에 직장에서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여성친화적이라고 지각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방묘

진, 2004; 유계숙, 2008)와 유사한 것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다 더 여성친화적인 조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장 내에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관련제도의 이용시 받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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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p>.05). 직장규모에 따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평균차이는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를 제외하고 대기업의 평균이 중․소기업의 평균보다 더 높았으며 평균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유계숙, 2008) 결과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기업의 경우 여성친화에 대한 제도가 중소기업보다 잘 운영되고 있고, 문

화 및 의식 등의 수준도 더 높은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성친화적 조직형성에 

대한 상관의 지원 정도나 관련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의 지원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작업관행제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이 오히려 여성상사,

여성승진, 남녀역할 등에 있어서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은 부적상관, 삶의 질과는 정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방묘진, 2004; 정기선․장은미, 2005; Yogev 

& Brett, 1985)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생

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할 갈등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갈등을 완

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을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

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집단의 경우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은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변인별

로 살펴보면, 남성중심적 작업관행 제거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서 통계적인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가정 갈등의 경우, 총합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가정 갈등은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반대로 가정->일 갈

등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직

장에서 발생하는 일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에 유의하게 영향을 

구분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 일-가정 갈등 -.147 -.147 -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 삶의 질 .414 .351 .063

일-가정 갈등 -> 삶의 질 -.426 -.426 -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의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

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표 8>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의 총 효과 분해

4.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정규직 남녀 근로자

들 41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와 일-가정 갈등 및 삶

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지각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수준에 따라 일-

가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는 일-가

정 갈등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

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전체 

및 하위변인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 

근로자 간에 직장에서 지각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여성친화적이라고 지각하는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방묘

진, 2004; 유계숙, 2008)와 유사한 것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다 더 여성친화적인 조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장 내에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관련제도의 이용시 받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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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연구대상의 자기보고식 응답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소속기업들의 여성친화제도의 객

관적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중소기업에서의 여성친화,

가족친화 제도의 정착과 활용이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가 조직유효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일-가정 갈등과 삶의 질과의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추후연구

에서는 표집단위와 범위를 더 넓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객관적인 여성친화 

조직문화의 측정, 그리고 기업의 CEO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보

다 체계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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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모형을 분

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본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여성친

화적 조직문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 35.1%였지만, 일-가정 갈

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약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를 해결하고 여성고용을 신장시켜 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

상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성친화, 가족친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그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내에서 여성친화, 가족진화적 제도의 활용이 저조

한 것은 CEO를 비롯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의 여성친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조직효과성과 생산력 향상 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한 보고서(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들이 

소속기업에 여성친화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일반 근로자들

보다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 직원들의 여성친화적 제도 이용에 대한 부정적 관점 때

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시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시행과 함께 

기업체나 관공서의 CEO 및 중간관리자 이상 담당자들의 문화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여성친화적 의식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조성은 여

성친화기업을 만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지속적인 CEO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와 기업의 비전 및 전략에 여성인력 활용 이슈를 포함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남성 중심적인 업무관행에서 벗어나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적

인 근무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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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가영희. 2005. “성인의 직장-가정갈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김난주․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 가정균형과 삶의 질에 상호관계”. 『여성

연구』79(1), 43-70.

김영옥. 2007. “21세기 선진한국 여성이 연다: 민간부문의 여성인력활용을 중심으

로”, 한국선진화포럼 제18차 월례토론회.

   (http://kfprogress.org/client/month/data/viw.asp?sidx=1156&sno=80)

민현주․양인숙․김난주. 2007.『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진단도구 개발』. 여성가족

부 연구보고서

박광배. 1993. “사랑과 일에 대한 일-가정의 상충효과: 남성들의 경우”.『한국심리학

회지』7(1), 212-225.

방묘진. 2004.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가정갈등과 직장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모형을 분

석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이 본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여성친

화적 조직문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 35.1%였지만, 일-가정 갈

등을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총 효과는 약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를 해결하고 여성고용을 신장시켜 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

상이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성친화, 가족친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그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내에서 여성친화, 가족진화적 제도의 활용이 저조

한 것은 CEO를 비롯한 중간 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의 여성친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조직효과성과 생산력 향상 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한 보고서(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0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들이 

소속기업에 여성친화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일반 근로자들

보다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 직원들의 여성친화적 제도 이용에 대한 부정적 관점 때

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대한 의식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시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시행과 함께 

기업체나 관공서의 CEO 및 중간관리자 이상 담당자들의 문화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여성친화적 의식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조성은 여

성친화기업을 만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지속적인 CEO의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와 기업의 비전 및 전략에 여성인력 활용 이슈를 포함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남성 중심적인 업무관행에서 벗어나서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적

인 근무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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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가정의�주거현황과��

주거의식”

�김영주 l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본 고의 목적은 현재 자녀를 한 명 둔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파악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가정의 주거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저출

산과 주거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이들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를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문헌 분석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주기,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의 변화가 지

적되었다. 자녀수의 증가는 소비생활의 축소와 함께 풍요롭고 질적인 생활을 즐길 여유

를 감소시킴에 따라 젊은 세대의 소비적 라이프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또한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등

의 주거특성 역시 출생하는 자녀의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저출산 가정(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과 그 배우자 및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을 이용한 실증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3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가정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마도 더 이상의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가정의 경우 양적, 질적인 주거수준 확보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는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의

성,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공간계획의 적정성의 4가지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쾌적성 요인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가정이라도 거주지역, 소득계층, 생활양식, 연령대 등의 하위집단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주거요구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상 세분화된 집단별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을 중점적으

로 다룬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편적이나마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선

호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 실증조사연구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택소요에 근거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모델과 제도적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김영주1)

1)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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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목적은 현재 자녀를 한 명 둔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파악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가정의 주거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저출

산과 주거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한편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이들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를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문헌 분석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주기,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의 변화가 지

적되었다. 자녀수의 증가는 소비생활의 축소와 함께 풍요롭고 질적인 생활을 즐길 여유

를 감소시킴에 따라 젊은 세대의 소비적 라이프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또한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등

의 주거특성 역시 출생하는 자녀의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저출산 가정(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과 그 배우자 및 한 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을 이용한 실증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36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앞으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가정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마도 더 이상의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가정의 경우 양적, 질적인 주거수준 확보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는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의

성,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공간계획의 적정성의 4가지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쾌적성 요인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가정이라도 거주지역, 소득계층, 생활양식, 연령대 등의 하위집단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주거요구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상 세분화된 집단별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을 중점적으

로 다룬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편적이나마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선

호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 실증조사연구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표집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택소요에 근거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모델과 제도적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김영주1)

1)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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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나날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더욱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이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가족의 상징물로서 거주자의 개

성과 인성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

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타문화권에 비해 유난히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주거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연관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주거의

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박소진, 홍선영, 2009). 주거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담

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므로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주거요구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할 연령에 속한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후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수 

만큼의 자녀를 낳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가 이들의 주거요구에 맞지 않게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

이다. 일반적인 적정 주거비를 책정하는 기준지표로 흔히 PIR과 RIR을 들 수 있는

데 PIR의 경우 연소득의 3-4배, RIR은 월소득의 20% 정도를 적정 범위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출산 연령에 있는 20-30대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에 앞서 부모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지

원 없이도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하고 가정생활을 꾸리며 자녀를 낳아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기반이나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다

양화로 주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다양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족이나 가구의 생활양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주택

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높아가는 지가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

을 선택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거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는 직,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의 출산율 저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에서 두 명으로 늘

게 되면 주택규모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20평대 아파트에서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55-1960년 사이 최고 6.3명이던 것이 꾸준히 저하하여 

1970년 4.53에서 1990년에는 1.59, 2001년에 1.30명에서 2005년에는 OECD 국

가 중 가장 낮은 1.08을 기록하였다(권태환, 김두섭, 2002; 박천규, 이영, 2011). 이

는 1980년 중반 이후 구미 선진국의 평균인 1.6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이러한 현상

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

산 현상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총출생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생산연령층의 노인의

료비 부담을 급증시키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전광희,

2002).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변수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간에 직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사회전반적인 소자녀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높아지

는 초혼연령의 상승2)(특히 여성의 경우)을 저출산 현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

을 수 있다. 이는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른 생활의 편리화,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 증대 등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하

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여성의 의식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혼과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여성(주부)의 취업이 가족의 경제적 

기능 뿐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령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리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김승권, 2004; 김승권 외 5인, 2000).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역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도시

2) 초혼연령은 1960년에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1990년 남자 27.9세, 여자 24.8세로, 2010년에는 

남자 31.8세, 여자 28.9세로 높아짐(윤주현, 200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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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주택가격과 함께 나날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더욱 커지면서 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이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자 가족의 상징물로서 거주자의 개

성과 인성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

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의식이 타문화권에 비해 유난히 강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주거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연관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주거의

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박소진, 홍선영, 2009). 주거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담

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므로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주거요구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할 연령에 속한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후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수 

만큼의 자녀를 낳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가 이들의 주거요구에 맞지 않게 높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때문

이다. 일반적인 적정 주거비를 책정하는 기준지표로 흔히 PIR과 RIR을 들 수 있는

데 PIR의 경우 연소득의 3-4배, RIR은 월소득의 20% 정도를 적정 범위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출산 연령에 있는 20-30대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

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에 앞서 부모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지

원 없이도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하고 가정생활을 꾸리며 자녀를 낳아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기반이나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다

양화로 주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다양화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가족이나 가구의 생활양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주택

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높아가는 지가의 상승은 새로운 주택

을 선택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거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는 직,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의 출산율 저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에서 두 명으로 늘

게 되면 주택규모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20평대 아파트에서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55-1960년 사이 최고 6.3명이던 것이 꾸준히 저하하여 

1970년 4.53에서 1990년에는 1.59, 2001년에 1.30명에서 2005년에는 OECD 국

가 중 가장 낮은 1.08을 기록하였다(권태환, 김두섭, 2002; 박천규, 이영, 2011). 이

는 1980년 중반 이후 구미 선진국의 평균인 1.6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이러한 현상

이 지속될 경우 21세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

산 현상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총출생수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생산연령층의 노인의

료비 부담을 급증시키게 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전광희,

2002).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변수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간에 직간접

적으로 관련되어 사회전반적인 소자녀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높아지

는 초혼연령의 상승2)(특히 여성의 경우)을 저출산 현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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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김승권, 2004; 김승권 외 5인, 2000).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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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주거의식

주거의식이란 특정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주거 및 주택에 관한 경험을 통해 형성

된 잠재적, 정신적인 기반을 의미하고 주거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 주거의사결정 및 주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2) 주거가치

주거가치란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

로 어떤 특성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를 구성하는 하위차

원에는 주거적정성,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교육환경입지성, 사회성, 개

성 및 심미성 등이 포함된다.

 3)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는 주거적정성,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교육환경 입지성,

사회성, 개성 및 심미성 등 주거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대

상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내린 평가점수에 근거

한 현재 주거환경의 평가수준을 의미한다.

 4) 주거선호
   

주거선호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지리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 기초를 

둔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

30평대 아파트로 옮기려면 서울의 경우 적어도 1억원 정도는 더 들게 되므로 현실

적으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 많은 경우 주택의 공급은 다양한 소

비자들의 가치관이나 욕구, 생활양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양적인 공급에 

떠밀려 질적인 다양화는 외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소비자의 주거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

한 주거계획 및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저출산 가정의 일반적인 주거현황과 주거

가치 및 주거선호 등의 주거의식을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자녀를 한 명 둔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가정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특히 주거와 관련된 

현황과 이들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를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향

후 이와 같은 주택수요계층을 위한 주거관련정책 및 제도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가정의 전반적인 주거현황은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가?

둘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는 어떠한 구조를 보이며, 관련변인에 따라서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저출산 가정의 주거선호는 어떠하며 관련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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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 통계). 가족 구조의 변화로는 미혼자 혹은 자녀없는 가정의 증가와 다자녀 

가정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15~49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 비중은 6.3%, 자녀 1명 26.2%, 자녀 2명 

56.0%, 자녀 3명 이상 1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가임 기간 

여성이 자녀 1~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비

중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말한다. 기혼 여성들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의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9). 가족 기능의 변화로는 여성의 역할이 과거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 역

할자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자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29세 62.5%에서 

30~39세 55.5%로 낮아지다가 40~49세 66%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M-커브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30대에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으로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노동 시간 및 보수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가정생활과 직장 

간의 양립 문제가 취업 여성으로 하여금 적은 수의 자녀를 낳도록 하는 기제로 작

용하고 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자녀에 대한 개념은 부모가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투자재”의 개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지출을 해야 하

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1인당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

육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과 연결되어 많은 비용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자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출은 결과적으로 소

수의 자녀를 낳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

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허경옥(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일 경우 가계소득의 37%, 두 

문에 비교적 비슷한 환경적 경험을 한 집단 내에서는 하나의 집단을 대표하는 속성

으로 종합될 수도 있다(박영순 외 3인, 1994; 윤복자 외, 1998; Linberg et al,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

탕으로 미래에 요구되고 희망하는 주거공간의 제반 특성을 통해 저출산 가정의 주거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관련문헌 고찰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현연령 상승과 독신자 증

가, 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증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복합적

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된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

으로 깊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30년, 네덜란

드는 29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출산율이 

급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구노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

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

을 일으킨 원동력이 노동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다(차경욱, 2005).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주기,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

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가족주기의 변화로서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여성의 초

혼 연령은 2001년 26.8세에서 2011년 29.1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년 혼인.

이혼 통계). 초혼 연령의 증가는 여성의 만혼화 현상으로 이어져 첫 아이를 낳는 여

성의 평균 연령이 1995년 26.5세에서 2010년 31.3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년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15

출생.사망 통계). 가족 구조의 변화로는 미혼자 혹은 자녀없는 가정의 증가와 다자녀 

가정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15~49세 기혼 여성 중 자녀가 없는 여성 비중은 6.3%, 자녀 1명 26.2%, 자녀 2명 

56.0%, 자녀 3명 이상 1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가임 기간 

여성이 자녀 1~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비

중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말한다. 기혼 여성들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의 과도한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9). 가족 기능의 변화로는 여성의 역할이 과거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 역

할자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자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

동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29세 62.5%에서 

30~39세 55.5%로 낮아지다가 40~49세 66%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M-커브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30대에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으로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노동 시간 및 보수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가정생활과 직장 

간의 양립 문제가 취업 여성으로 하여금 적은 수의 자녀를 낳도록 하는 기제로 작

용하고 있다. 네 번째는 가족 관계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통적인 

가족 문화의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자녀에 대한 개념은 부모가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투자재”의 개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지출을 해야 하

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지식 정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1인당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높은 교

육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과 연결되어 많은 비용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자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출은 결과적으로 소

수의 자녀를 낳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

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게 되었다(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허경옥(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일 경우 가계소득의 37%, 두 

문에 비교적 비슷한 환경적 경험을 한 집단 내에서는 하나의 집단을 대표하는 속성

으로 종합될 수도 있다(박영순 외 3인, 1994; 윤복자 외, 1998; Linberg et al,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

탕으로 미래에 요구되고 희망하는 주거공간의 제반 특성을 통해 저출산 가정의 주거

선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관련문헌 고찰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현연령 상승과 독신자 증

가, 여성 취업률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증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복합적

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된다.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

으로 깊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30년, 네덜란

드는 29년이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1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출산율이 

급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구노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

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

을 일으킨 원동력이 노동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다(차경욱, 2005).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주기,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

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가족주기의 변화로서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여성의 초

혼 연령은 2001년 26.8세에서 2011년 29.1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년 혼인.

이혼 통계). 초혼 연령의 증가는 여성의 만혼화 현상으로 이어져 첫 아이를 낳는 여

성의 평균 연령이 1995년 26.5세에서 2010년 31.3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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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자녀 출산은 자가선택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 후 3년 이

내 자녀 출산은 최초 구입 주택소비와 현재 주택소비 모두를 줄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다자녀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박천규, 이영, 2011) 결과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주택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밝혔다. 같은 연구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연

령이 높을수록, 대출을 이용한 경우 현재 소비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인 경우와 아파트인 경우,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주택소비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측면에서 다른 가구에 비해 약 10~21% 주택소

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

주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인 경우 주택면적이 넓었다. 특히 3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

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생활비가 커져 상대적으로 주거소비를 크게 줄일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다자녀 출산은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면에서 

주택소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녀수의 증가는 주택소비 감소의 원

인이 되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생활비가 커진다

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녀수의 증가는 소비생활의 축소와 더불어 풍요롭고 질적인 

생활을 즐길 여유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요즘 젊

은 세대의 소비적 라이프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삶의 가치를 희생하기보다는 자녀 출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신수영과 윤정숙(2011)은 기혼가구의 생애 첫 주택소유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30대, 40대, 50대의 연령 코호트별로 첫 주택소유과정의 변화양상을 추적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이 될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라는 집단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현재의 생활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주택 수요 행태를 나타낼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자

산 가치로서의 주택의 의미는 그동안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동안 거주 가치보다 자산 가치의 효용이 한국 부동산 시장과 주거문화의 성격을 

자녀 가계의 경우 46%가 지출되며,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양육비는 한 

자녀가계의 경우 1억 2천여 만원으로 나타났다(차경욱, 2005, p.138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상당부분이 투입되어 많은 가정에서 자녀교

육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 뿐 아니라 많은 시간비용이 든다. 차경욱(2005)은 자녀 1명으로 출산

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한 연구에서 결혼지속기간이 길고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가계가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같은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지출비목에

서 저출산가계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

며 두 집단 모두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 결과 저출산 가구

는 출산계획 있는 가구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높고 아내가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에 

직장생활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결혼지속기간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

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자녀 연령은 높았으나 자녀 성별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저출산 가구는 출산계획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

락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

한 결과 두 비목 모두 저출산가구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높았다. 저출산가구는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 비해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영(2005)은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경험

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저출산의 결과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되고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감소'하며 '자녀양육부담이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천규와 이영(2010)은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프로그램의 주 정책 대상

인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 가구와 주택소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결혼 후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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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자녀 출산은 자가선택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 후 3년 이

내 자녀 출산은 최초 구입 주택소비와 현재 주택소비 모두를 줄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다자녀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박천규, 이영, 2011) 결과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주택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밝혔다. 같은 연구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연

령이 높을수록, 대출을 이용한 경우 현재 소비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인 경우와 아파트인 경우,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주택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주택소비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측면에서 다른 가구에 비해 약 10~21% 주택소

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

주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인 경우 주택면적이 넓었다. 특히 3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

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생활비가 커져 상대적으로 주거소비를 크게 줄일 가능성

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다자녀 출산은 주택면적과 주택가격 면에서 

주택소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자녀수의 증가는 주택소비 감소의 원

인이 되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구는 증가하는 소득보다 증가하는 생활비가 커진다

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녀수의 증가는 소비생활의 축소와 더불어 풍요롭고 질적인 

생활을 즐길 여유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요즘 젊

은 세대의 소비적 라이프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삶의 가치를 희생하기보다는 자녀 출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신수영과 윤정숙(2011)은 기혼가구의 생애 첫 주택소유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30대, 40대, 50대의 연령 코호트별로 첫 주택소유과정의 변화양상을 추적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층이 될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라는 집단주의적 가치에서 벗어나 현재의 생활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방식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주택 수요 행태를 나타낼 것임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자

산 가치로서의 주택의 의미는 그동안 주택 소유에 집착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동안 거주 가치보다 자산 가치의 효용이 한국 부동산 시장과 주거문화의 성격을 

자녀 가계의 경우 46%가 지출되며,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양육비는 한 

자녀가계의 경우 1억 2천여 만원으로 나타났다(차경욱, 2005, p.138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상당부분이 투입되어 많은 가정에서 자녀교

육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 뿐 아니라 많은 시간비용이 든다. 차경욱(2005)은 자녀 1명으로 출산

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한 연구에서 결혼지속기간이 길고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가계가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같은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지출비목에

서 저출산가계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보다 많은 액수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

며 두 집단 모두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 결과 저출산 가구

는 출산계획 있는 가구에 비해 부부의 연령이 높고 아내가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에 

직장생활을 하며 가계소득이 높았다. 또한 결혼지속기간과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

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자녀 연령은 높았으나 자녀 성별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저출산 가구는 출산계획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

락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았다.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를 따로 분류하여 비교

한 결과 두 비목 모두 저출산가구의 지출액이 유의하게 높았다. 저출산가구는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 비해 미래의 가계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영(2005)은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가치관의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업경험

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저출산의 결과로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되고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감소'하며 '자녀양육부담이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천규와 이영(2010)은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프로그램의 주 정책 대상

인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 가구와 주택소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결혼 후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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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저출산 가정(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3)과 그 배우자 및 1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한정하였다. 총 7명

의 어린이집(2명), 유치원(3명), 초등학교 교사(2명)를 통해 저출산 가정의 학부모를 

선정하였으며, 연고자를 통해 또 다른 저출산 가정의 학부모를 소개받는 snowball 

방식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28일-8월 30일까지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423부를 회수하였

으며 이중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0

부를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선호

하는 주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가정의 주거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McCray & 

Day, 1977; Meeks & Deacon, 1972; 최목화, 1987; 서명숙, 1990; 조은경, 이기

춘, 1994)에 근거하여 주거가치와 관련된 항목으로 주거적정성, 경제성, 편리성, 안

전성, 유지관리성, 교육환경입지성, 사회성, 개성 및 심미성 등에 해당하는 5점 척도

의 16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주거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3)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출산 및 자녀계획이 대부분 종료된 시기라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족 내부 및 외부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

상을 1인 자녀 가구로 선정하였으며 무자녀 가구는 제외하였다.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1970년대 출생 집단에서 나타난 거주 

지향적 정서로의 변화는 앞으로 한국 주택시장 변화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고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층에 대한 주택정책과 시장의 대응이 단순히 

자가주택 위주의 정책보다는 다양한 임대 형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다

변화가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연령층이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0대 연령층이 저출

산 가정의 중심적인 연령대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의 원인과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이를 보면, 25-30세 미혼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주택마련 등의 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 마련이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는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다소 많은 자녀수

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연령층에서는 주거불안정 및 주거공간부족으로 출산을 억제

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20-44세 기혼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식료품비>주거비>교육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는 교육비>식료품비>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

의 평균 자녀수(1.68명)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가구의 자녀수(1.83명)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수준에 대한 주거비부담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

각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저밀도 가구의 평균 자녀수(1.79명)가 고밀

도 가구의 평균 자녀수(1.6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등의 주거특성이 출생하는 자녀의 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밀도가 높을

수록 자녀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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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저출산 가정(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여성3)과 그 배우자 및 1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한정하였다. 총 7명

의 어린이집(2명), 유치원(3명), 초등학교 교사(2명)를 통해 저출산 가정의 학부모를 

선정하였으며, 연고자를 통해 또 다른 저출산 가정의 학부모를 소개받는 snowball 

방식으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을 표집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28일-8월 30일까지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423부를 회수하였

으며 이중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0

부를 연구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선호

하는 주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가정의 주거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문헌(McCray & 

Day, 1977; Meeks & Deacon, 1972; 최목화, 1987; 서명숙, 1990; 조은경, 이기

춘, 1994)에 근거하여 주거가치와 관련된 항목으로 주거적정성, 경제성, 편리성, 안

전성, 유지관리성, 교육환경입지성, 사회성, 개성 및 심미성 등에 해당하는 5점 척도

의 16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주거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

3) 일반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출산 및 자녀계획이 대부분 종료된 시기라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한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가족 내부 및 외부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

상을 1인 자녀 가구로 선정하였으며 무자녀 가구는 제외하였다.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1970년대 출생 집단에서 나타난 거주 

지향적 정서로의 변화는 앞으로 한국 주택시장 변화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고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층에 대한 주택정책과 시장의 대응이 단순히 

자가주택 위주의 정책보다는 다양한 임대 형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시장의 다

변화가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들 연령층이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0대 연령층이 저출

산 가정의 중심적인 연령대라고 할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의 원인과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이를 보면, 25-30세 미혼남성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주택마련 등의 비율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 마련이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보고서에는 주택소유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다소 많은 자녀수

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연령층에서는 주거불안정 및 주거공간부족으로 출산을 억제

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20-44세 기혼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식료품비>주거비>교육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는 교육비>식료품비>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

의 평균 자녀수(1.68명)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가구의 자녀수(1.83명)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산수준에 대한 주거비부담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

각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저밀도 가구의 평균 자녀수(1.79명)가 고밀

도 가구의 평균 자녀수(1.6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주택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등의 주거특성이 출생하는 자녀의 수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고 주거밀도가 높을

수록 자녀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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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결혼연령은 27.8세로, 결혼 후 평균 1.76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4)는 평균 2.04명으로 두 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 명(20.9%)이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402.9만원으로, 251-350만원의 소득가정이 28.6%로 가장 많았다5).

〈표 1〉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인 내용 빈도(%)

성별
남자

여자

84(23.3)
276(76.7)

주부연령

(N=360)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54(19.6)
122(44.2)
76(27.5)
24(8.7)

주부학력

(N=276)

2년제대학 이하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49(17.9)
157(57.3)
68(24.8)

주부취업상태

(N=274)
취업

비취업

140(51.5)
132(48.5)

주부직업

(N=272)

전업주부/학생

판매서비스/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관리직

전문직

140(51.5)
7(2.6)

30(11.0)
67(24.7)
28(10.3)

월평균소득

(N=333)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351-450만원

451만원 이상

83(23.1)
103(28.6)
57(15.8)
90(25.0)

남편연령 평균(SD) 36.19(4.55)
주부연령 평균(SD) 34.22(4.24)
자녀연령 평균(SD) 5.37(4.10)

남편결혼연령 평균(SD) 30.19(2.72)
주부결혼연령 평균(SD) 27.81(2.46)
이상적 자녀수 평균(SD) 2.04(0.76)

월평균소득(SD) 402.90(355.24)

4) 조사대상가구 중 자녀 1명으로 자녀출산을 완료한 가구는 전체의 43.4%인데 반해 이상적인 자녀수가 1
명이라고 답한 가구는 20.7%에 불과한 점, 특히 저출산을 결정한 가구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
명 이상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자녀출산계획을 완료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5) 자료수집 당시인 2004년 2/4분기 3인 기준의 도시가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799,736원으로 본 

조사대상가정은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과 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의 일반적인 주거현황과 더불어 희망하는 주택유형, 주택

규모, 이사희망여부, 이사시 주택자금마련방법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관련 특성을 저출산가정

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저출산 가정의 주부연령, 월평균소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자녀출산 계획여부, 주부학력, 주부취업상태이다. 한편 주거관련변인에는 주

택규모(현재/선호),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현재/선호), 이사희망여부 등이 포함되었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

적인 특성 및 주거현황, 주거가치 등의 기초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과 주거가치, 주거선호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χ² 검증, t 검증, F 검증 등을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주거

가치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다.

4.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 및 주거의식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저출산 가정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가구 중 남편이 응답한 경우는 23.3%, 주부가 응답한 경우는 76.7%

로, 남편의 평균연령은 36.2세였으며 주부의 평균연령은 34.2세였다. 조사대상가구

의 평균 자녀연령은 5.4세로 가정생활주기 상 자녀출산 및 양육기(첫 자녀 출산으로

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출신이 57.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부의 48.5%가 

현재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주부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전문기술/관리

직이 24.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가구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은 30.2세였고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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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결혼연령은 27.8세로, 결혼 후 평균 1.76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

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4)는 평균 2.04명으로 두 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 명(20.9%)이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402.9만원으로, 251-350만원의 소득가정이 28.6%로 가장 많았다5).

〈표 1〉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인 내용 빈도(%)

성별
남자

여자

84(23.3)
276(76.7)

주부연령

(N=360)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54(19.6)
122(44.2)
76(27.5)
24(8.7)

주부학력

(N=276)

2년제대학 이하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49(17.9)
157(57.3)
68(24.8)

주부취업상태

(N=274)
취업

비취업

140(51.5)
132(48.5)

주부직업

(N=272)

전업주부/학생

판매서비스/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관리직

전문직

140(51.5)
7(2.6)

30(11.0)
67(24.7)
28(10.3)

월평균소득

(N=333)

250만원 이하

251-350만원 

351-450만원

451만원 이상

83(23.1)
103(28.6)
57(15.8)
90(25.0)

남편연령 평균(SD) 36.19(4.55)
주부연령 평균(SD) 34.22(4.24)
자녀연령 평균(SD) 5.37(4.10)

남편결혼연령 평균(SD) 30.19(2.72)
주부결혼연령 평균(SD) 27.81(2.46)
이상적 자녀수 평균(SD) 2.04(0.76)

월평균소득(SD) 402.90(355.24)

4) 조사대상가구 중 자녀 1명으로 자녀출산을 완료한 가구는 전체의 43.4%인데 반해 이상적인 자녀수가 1
명이라고 답한 가구는 20.7%에 불과한 점, 특히 저출산을 결정한 가구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
명 이상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자녀출산계획을 완료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5) 자료수집 당시인 2004년 2/4분기 3인 기준의 도시가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799,736원으로 본 

조사대상가정은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과 소유형태, 주택규모 등의 일반적인 주거현황과 더불어 희망하는 주택유형, 주택

규모, 이사희망여부, 이사시 주택자금마련방법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관련 특성을 저출산가정

의 주거가치 및 주거선호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저출산 가정의 주부연령, 월평균소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자녀출산 계획여부, 주부학력, 주부취업상태이다. 한편 주거관련변인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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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저출산 가정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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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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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업주부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전문기술/관리

직이 24.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가구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은 30.2세였고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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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조사대상가구의 주거현황

변인 내용 빈도(%)

현재 주거유형

N=359

아파트/주상복합 284(79.1)
단독주택 18(5.0)

다세대/다가구주택 23(6.4)
빌라/연립주택 30(8.4)

기타 4(1.1)

현재 주택소유형태

N=356

소유 224(62.9)
전세 127(35.7)
기타 5(1.4)

현재 주택규모

(평균 30.13평)
N=355

30평 이하 191(53.2)
31-40평 135(37.6)
41-50평 22(6.1)

51평 이상 11(3.1)

 2)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

관련변인에 따른 조사대상가구의 주거현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부

의 연령, 이상자녀수, 월평균소득, 주부학력 및 향후 자녀의 출산계획여부에 따른 현

재 주택규모와 주거유형, 주택소유형태에 대한 χ² 검증 및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월평균소득에 따라 현재주택규모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규모 역시 커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주거유

형과 주거소유형태는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소득, 주부의 학력 등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경우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소득이 다른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 경우에도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소득이 차가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 모두 앞으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가정의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자녀를 출

산한 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오히려 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른 차이로 보여지는데, 즉 

자녀출산계획이 없는 가정의 경우 자녀출산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부부만의 자유

롭고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2. 조사대상가구의 주거현황

 1) 전반적 주거현황

조사대상가구의 현재 주거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79.1%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62.9%가 자가소유였고, 35.7%는 전세인 것으로 나타

났다6). 주거의 규모는 주거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조사대상가구가 현

재 거주중인 주택의 규모는 평균 30.1평이었다. 이를 평형대별로 구분해보면 30평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1-40평으로 37.6%를 차

지했다. 주거면적에 대한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년 가구당 전국 평균 주거

면적은 41.4㎡(약 12.6평)에서 2000년에는 63.1㎡ (약 19.1평)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윤주현, 2002).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소재한 

저출산 가정임을 감안할 때 평균 주거규모 30.13평은 상당히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는 전반

적인 가구규모의 축소 및 주거수준의 향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2000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소유율은 54.2%이며 이중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0.9%, 47.9%였다. 이

후 4년간의 증가세를 감안하더라도 본 조사대상가정의 자가소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00년도 전국의 전세가구 비율 28.23%와 비교해도 조사대상가구의 전세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대한주택공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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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가구의 주거가치

 1) 주거가치 요인

조사대상가구의 주거가치 및 주거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총 

16개 문항을 상호관련성이 있는 소수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에 대한 저출산 

가정의 의식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법을 이용하여 배리맥스법에 의해 요인회전이 이루어졌으며 

고유치(eigen value)는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주거가치 및 만족도 

관련문항들은 총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프라

이버시, 안전관리서비스, 채광 및 조명, 시설설비, 생활편의시설 등이 묶임에 따라 

이를 '환경쾌적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에는 교육환경, 교통편의성, 부동산가

치, 유지관리비, 주택가격에 대한 항목들이 묶임으로써 이를 '경제성 및 편의성'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요인3에는 이웃과 친구로부터의 근접성, 외관의 개성 및 

이웃의 생활수준이 함께 묶임에 따라 이를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으로 명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에는 주택의 크기, 평면구성, 실내인테리어에 관한 항목들이 

공통으로 묶여 이를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4개의 요인들

로 설명될 수 있는 변량의 누적비율은 60.78%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내용은 <표 4>

와 같다.

〈표 3〉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 차이검증 결과

관련변인

주부

연령

(M)D

이상

적자

녀수

(M)D

월평

균소

득

(M)D

주부학력(f/%) 출산계획여부(f/%)

2년제 4년제
대학

원
계 있다 없다 계

주

거

유

형

아파

트
34.33a 2.06 407.0

5a
26

(9.5)
130

(47.6)
59

(21.6)
215

(78.8)
176

(49.7)
103

(29.1)
279

(78.8)

단독
36.65

b 1.94 663.8
9b

8
(2.9)

7
(2.6)

2
(0.7)

17
(6.2)

2
(0.6)

16
(4.5)

18
(5.1)

기타 32.56a 2.00 292.5
5a

15
(5.5)

19
(7.0)

7
(2.6)

41
(15.0)

22
(6.2)

35
(9.9)

57
(16.1)

전체 34.21 2.05 402.0
0

49
(17.9)

156
(57.1)

68
(24.9)

273
(100.0

)

200
(56.5)

154
(43.5)

354
(100.0

)
통계

값

F=6.1
85**

F=.3
23

F=7.8
32*** χ² =24.822*** χ² =27.440***

소

유

형

태

자가 34.92 2.05 439.3
3

29
(10.9)

90
(37.4)

42
(15.8)

170
(64.2)

118
(34.1)

103
(29.8)

221
(63.9)

차가 33.20 2.02 350.3
3

19
(7.2)

52
(19.6)

24
(9.1)

95
(35.8)

76
(22.0)

49
(14.2)

125
(36.1)

전체 34.31 2.04 405.5
4

48
(18.1)

151
(57.0)

66
(24.9)

265
(100.0

)

194
(56.1)

152
(43.9)

346
(100.0

)

통계

값

F=10.
319**

*

F=.0
72

F=4.7
46* χ² =.430 χ² =1.778 

주

택

규

모

25평

이하
32.51a 2.08 326.8

0a
18

(6.6)
64

(23.6)
14

(5.2)
96

(35.4)
83

(23.6)
43

(12.3)
126

(35.9)
26-3
5평

34.87
b 2.06 395.4

0a
23

(8.5)
68

(25.1)
42

(15.5)
133

(49.1)
94

(26.8)
80

(22.8)
174

(49.6)
36-4
5평

36.35
b 1.79 557.6

0b
3

(1.1)
11

(4.1)
9

(3.3)
23

(8.5)
10

(2.8)
18

(5.1)
28

(8.0)
46평

이상

35.05
b 1.93 738.1

0c
2

(0.7)
14

(5.2)
3

(1.1)
19

(7.0)
13

(3.7)
10

(2.8)
23

(6.6)

전체 34.18 2.04 404.1
4

46
(17.0)

157
(57.9)

68
(25.1)

271
(100.0

)

200
(57.0)

151
(43.0)

351
(100.0

)

통계

값

F=9.1
24***

F=1.
359

F=10.
457**

*
χ² =13.325* χ² =9.853* 

 * p<.05  ** p<.01  ***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25

3. 조사대상가구의 주거가치

 1) 주거가치 요인

조사대상가구의 주거가치 및 주거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총 

16개 문항을 상호관련성이 있는 소수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에 대한 저출산 

가정의 의식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s)법을 이용하여 배리맥스법에 의해 요인회전이 이루어졌으며 

고유치(eigen value)는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주거가치 및 만족도 

관련문항들은 총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프라

이버시, 안전관리서비스, 채광 및 조명, 시설설비, 생활편의시설 등이 묶임에 따라 

이를 '환경쾌적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에는 교육환경, 교통편의성, 부동산가

치, 유지관리비, 주택가격에 대한 항목들이 묶임으로써 이를 '경제성 및 편의성'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요인3에는 이웃과 친구로부터의 근접성, 외관의 개성 및 

이웃의 생활수준이 함께 묶임에 따라 이를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으로 명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에는 주택의 크기, 평면구성, 실내인테리어에 관한 항목들이 

공통으로 묶여 이를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4개의 요인들

로 설명될 수 있는 변량의 누적비율은 60.78%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내용은 <표 4>

와 같다.

〈표 3〉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 차이검증 결과

관련변인

주부

연령

(M)D

이상

적자

녀수

(M)D

월평

균소

득

(M)D

주부학력(f/%) 출산계획여부(f/%)

2년제 4년제
대학

원
계 있다 없다 계

주

거

유

형

아파

트
34.33a 2.06 407.0

5a
26

(9.5)
130

(47.6)
59

(21.6)
215

(78.8)
176

(49.7)
103

(29.1)
279

(78.8)

단독
36.65

b 1.94 663.8
9b

8
(2.9)

7
(2.6)

2
(0.7)

17
(6.2)

2
(0.6)

16
(4.5)

18
(5.1)

기타 32.56a 2.00 292.5
5a

15
(5.5)

19
(7.0)

7
(2.6)

41
(15.0)

22
(6.2)

35
(9.9)

57
(16.1)

전체 34.21 2.05 402.0
0

49
(17.9)

156
(57.1)

68
(24.9)

273
(100.0

)

200
(56.5)

154
(43.5)

354
(100.0

)
통계

값

F=6.1
85**

F=.3
23

F=7.8
32*** χ² =24.822*** χ² =27.440***

소

유

형

태

자가 34.92 2.05 439.3
3

29
(10.9)

90
(37.4)

42
(15.8)

170
(64.2)

118
(34.1)

103
(29.8)

221
(63.9)

차가 33.20 2.02 350.3
3

19
(7.2)

52
(19.6)

24
(9.1)

95
(35.8)

76
(22.0)

49
(14.2)

125
(36.1)

전체 34.31 2.04 405.5
4

48
(18.1)

151
(57.0)

66
(24.9)

265
(100.0

)

194
(56.1)

152
(43.9)

346
(100.0

)

통계

값

F=10.
319**

*

F=.0
72

F=4.7
46* χ² =.430 χ² =1.778 

주

택

규

모

25평

이하
32.51a 2.08 326.8

0a
18

(6.6)
64

(23.6)
14

(5.2)
96

(35.4)
83

(23.6)
43

(12.3)
126

(35.9)
26-3
5평

34.87
b 2.06 395.4

0a
23

(8.5)
68

(25.1)
42

(15.5)
133

(49.1)
94

(26.8)
80

(22.8)
174

(49.6)
36-4
5평

36.35
b 1.79 557.6

0b
3

(1.1)
11

(4.1)
9

(3.3)
23

(8.5)
10

(2.8)
18

(5.1)
28

(8.0)
46평

이상

35.05
b 1.93 738.1

0c
2

(0.7)
14

(5.2)
3

(1.1)
19

(7.0)
13

(3.7)
10

(2.8)
23

(6.6)

전체 34.18 2.04 404.1
4

46
(17.0)

157
(57.9)

68
(25.1)

271
(100.0

)

200
(57.0)

151
(43.0)

351
(100.0

)

통계

값

F=9.1
24***

F=1.
359

F=10.
457**

*
χ² =13.325* χ² =9.853* 

 * p<.05  ** p<.01  *** p<.0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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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간의 차이검증 결과

범주 문항
주거가치

M(SD)

주거만족도

M(SD)
상위도 t value

환경쾌적성

프라이버시 4.36(.654) 3.04(.923) 1.319 22.310***
관리서비스 4.14(.657) 3.12(.848) 1.025 17.978***
채광.조망 4.24(.629) 3.23(.911) 1.014 18.317***
시설설비 3.90(.708) 2.87(.806) 1.029 17.891***

생활편의시설 4.18(.670) 3.06(.963) 1.120 18.278***

경제성 및 

편의성

교육환경 4.09(.688) 3.08(.867) 1.011 17.445***
교통편의성 4.29(.578) 3.36(.953) .931 16.870***
부동산가치 4.09(.746) 3.20(.709) .891 16.423***
유지관리비 4.06(.664) 3.27(.707) .787 16.442***
주택가격 4.14(.654) 3.32(.675) .822 16.954***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이웃근접성 3.39(.932) 3.01(.929) .377 5.819***
외관의 개성 2.75(.868) 2.89(.689) -.137 -2.423*

생활수준 3.47(.843) 3.09(.721) .384 6.886***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택크기 3.96(.637) 3.08(.858) .879 15.391***
평면구성 4.20(.586) 3.18(.841) 1.023 19.493***
인테리어 3.76(.726) 2.92(.846) .837 14.243***

 3)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부의 연령, 이상적인 자녀

수, 월평균소득, 주부의 취업상태 및 주부학력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별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이상적인 자녀수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사회성 및 신

분상징성' 요인에 대해서만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이상적인 자녀수

가 1명이라고 답한 집단은 2명 이상이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에서는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41세 이상 집단에 비해 40세 이

하의 연령 집단은 주택의 크기나 평면계획, 실내인테리어 등 '공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치와 가족생활주기 

간의 관계를 다룬 한 선행연구(유영주, 홍형옥, 1983)에서는 학령기아동이 있는 주

〈표 4〉주거가치 관련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고유값 요인적재량 누적설명력(%)

요인1
(환경쾌적성)

프라이버시

5.387

.798

33.670
관리서비스 .725
채광, 조망 .707
시설설비 .671

생활편의시설 .560

요인2
(경제성 및 

편의성)

교육환경

1.579

.775

43.539
교통편의성 .726
부동산가치 .659
유지관리비 .645
주택가격 .536

요인3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이웃근접성

1.534
.777

53.129외관의 개성 .771
이웃 생활수준 .730

요인4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택크기

1.224
.801

60.779평면구성 .545
실내인테리어 .541

   

 2)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간의 차이검증

주거가치 항목별로 주거만족도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4개의 요인구조로 분

류된 16개의 개별적인 주거가치 항목별 평균점수에 비해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거의 대부분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항목 중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점수 간에 가장 큰 상이도

를 보인 항목은 프라이버시 관련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여부, 시설설비 관련 항목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거가치와 주거만족

도 간에 가장 적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택 외관의 개성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신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가치 연구에서 20-35세까지의 신혼부부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 및 내부기능성에 대한 가치는 중요시 여기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이 갖는 사회적 신분상징성에 대한 가치의 평균값은 낮게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조은경, 이기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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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간의 차이검증 결과

범주 문항
주거가치

M(SD)

주거만족도

M(SD)
상위도 t value

환경쾌적성

프라이버시 4.36(.654) 3.04(.923) 1.319 22.310***
관리서비스 4.14(.657) 3.12(.848) 1.025 17.978***
채광.조망 4.24(.629) 3.23(.911) 1.014 18.317***
시설설비 3.90(.708) 2.87(.806) 1.029 17.891***

생활편의시설 4.18(.670) 3.06(.963) 1.120 18.278***

경제성 및 

편의성

교육환경 4.09(.688) 3.08(.867) 1.011 17.445***
교통편의성 4.29(.578) 3.36(.953) .931 16.870***
부동산가치 4.09(.746) 3.20(.709) .891 16.423***
유지관리비 4.06(.664) 3.27(.707) .787 16.442***
주택가격 4.14(.654) 3.32(.675) .822 16.954***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이웃근접성 3.39(.932) 3.01(.929) .377 5.819***
외관의 개성 2.75(.868) 2.89(.689) -.137 -2.423*

생활수준 3.47(.843) 3.09(.721) .384 6.886***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택크기 3.96(.637) 3.08(.858) .879 15.391***
평면구성 4.20(.586) 3.18(.841) 1.023 19.493***
인테리어 3.76(.726) 2.92(.846) .837 14.243***

 3)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부의 연령, 이상적인 자녀

수, 월평균소득, 주부의 취업상태 및 주부학력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별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이상적인 자녀수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사회성 및 신

분상징성' 요인에 대해서만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이상적인 자녀수

가 1명이라고 답한 집단은 2명 이상이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에서는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41세 이상 집단에 비해 40세 이

하의 연령 집단은 주택의 크기나 평면계획, 실내인테리어 등 '공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치와 가족생활주기 

간의 관계를 다룬 한 선행연구(유영주, 홍형옥, 1983)에서는 학령기아동이 있는 주

〈표 4〉주거가치 관련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고유값 요인적재량 누적설명력(%)

요인1
(환경쾌적성)

프라이버시

5.387

.798

33.670
관리서비스 .725
채광, 조망 .707
시설설비 .671

생활편의시설 .560

요인2
(경제성 및 

편의성)

교육환경

1.579

.775

43.539
교통편의성 .726
부동산가치 .659
유지관리비 .645
주택가격 .536

요인3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이웃근접성

1.534
.777

53.129외관의 개성 .771
이웃 생활수준 .730

요인4
(공간계획의 

적정성)

주택크기

1.224
.801

60.779평면구성 .545
실내인테리어 .541

   

 2)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간의 차이검증

주거가치 항목별로 주거만족도와의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4개의 요인구조로 분

류된 16개의 개별적인 주거가치 항목별 평균점수에 비해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는 거의 대부분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항목 중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점수 간에 가장 큰 상이도

를 보인 항목은 프라이버시 관련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여부, 시설설비 관련 항목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거가치와 주거만족

도 간에 가장 적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은 주택 외관의 개성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신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가치 연구에서 20-35세까지의 신혼부부들이 

안전과 프라이버시 및 내부기능성에 대한 가치는 중요시 여기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이 갖는 사회적 신분상징성에 대한 가치의 평균값은 낮게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조은경, 이기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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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 차이검증 결과 (N=259)

변인

주거가치요인

환경쾌적성 

M/D

경제성․편의성

M/D

사회성신분상징성

M/D

공간계획 적정성

M/D

이상

적 

자녀수

1명 -.05891 -.13669 .10555a .01094
2명 -.06107 .07470 .03921a -.02120

3명 이상 .15876 -.07588 -.29009b .04845
F value 1.248 1.401 3.220* .121

주부

연령

30세 이하 .03321 -.00095 -.04872 .02562a
31-35세 -.10589 .10072 .05370 .01705a
36-40세 .15858 -.06612 -.10029 .06996a

41세 이상 -.19635 .06619 -.00468 -.65001b
F value 1.407 .492 .343 3.467*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07888 -.06841 .11465 -.18195a
251-350만원 .00137 .08116 -.08108 -.09670a
351-450만원 .04798 .26997 .10177 -.11241a
451만원 이상 -.17979 -.11092 -.07387 .29104b

F value 1.088 2.061 .886 3.944**

주부취

업여부

비취업 -.00120 .04739 -.13641 -.04067
취업 -.02997 .02578 .12215 -.02040

F value .056 .034 4.102* .026

주부

학력

2년제대학 -.32774a .36302a -.03620 -.35705a
4년제대학 -.02668a .05088b -.02916 .04571b
대학원이상 .21579b -.25874c .01776 .01958b

F 4.418* 6.334** .054 3.114*

* p<.05  ** p<.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선호

(1) 조사대상가구의 선호주거 특성

조사대상자의 72.1%는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단

독주택(23.7%)이었다. 한편 선호하는 주거규모는 평균 41.09평으로 이를 평형대별

로 구분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 주거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31-40평형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41-50평형으로 27.9%를 차지했다.

앞으로 이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6.6%는 현재 주택

부의 경우 다른 생활주기에 있는 주부에 비해 학군 및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주

거가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저출산가정의 경우 가족생활주

기상 대부분 가정형성기에 속해 있으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가치점수는 총 16개 항

목 중 8순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Cutler(1947)는 주택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개인과 가족의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계층별 주거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거가치란 각 계층 내에서는 거의 유

사하지만 서로 다른 계층 간에는 주거가치 역시 매우 다르다고 함으로써 주거가치가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개 상류계층은 편리성과 안락함

(즉 환경쾌적성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에, 중류계층은 대인관계(사회성 및 신분상징

성)에, 하류계층은 건강과 안전(경제성 및 편의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조사 결과 월평균소득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공간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

균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집단과 그 이하인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점수에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현재 취업중인 주부집단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집단에 비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부 학력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의 차이를 보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

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의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에서 모

두 유의적인 차아기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쾌적성' 요인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성 및 편의성' 요인에 대

해서는 주부 학력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즉 주부

의 학력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보다 많은 관

심을 보이는 반면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시각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29

〈표 6〉관련변인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 차이검증 결과 (N=259)

변인

주거가치요인

환경쾌적성 

M/D

경제성․편의성

M/D

사회성신분상징성

M/D

공간계획 적정성

M/D

이상

적 

자녀수

1명 -.05891 -.13669 .10555a .01094
2명 -.06107 .07470 .03921a -.02120

3명 이상 .15876 -.07588 -.29009b .04845
F value 1.248 1.401 3.220* .121

주부

연령

30세 이하 .03321 -.00095 -.04872 .02562a
31-35세 -.10589 .10072 .05370 .01705a
36-40세 .15858 -.06612 -.10029 .06996a

41세 이상 -.19635 .06619 -.00468 -.65001b
F value 1.407 .492 .343 3.467*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 .07888 -.06841 .11465 -.18195a
251-350만원 .00137 .08116 -.08108 -.09670a
351-450만원 .04798 .26997 .10177 -.11241a
451만원 이상 -.17979 -.11092 -.07387 .29104b

F value 1.088 2.061 .886 3.944**

주부취

업여부

비취업 -.00120 .04739 -.13641 -.04067
취업 -.02997 .02578 .12215 -.02040

F value .056 .034 4.102* .026

주부

학력

2년제대학 -.32774a .36302a -.03620 -.35705a
4년제대학 -.02668a .05088b -.02916 .04571b
대학원이상 .21579b -.25874c .01776 .01958b

F 4.418* 6.334** .054 3.114*

* p<.05  ** p<.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4)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선호

(1) 조사대상가구의 선호주거 특성

조사대상자의 72.1%는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단

독주택(23.7%)이었다. 한편 선호하는 주거규모는 평균 41.09평으로 이를 평형대별

로 구분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 주거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특히 31-40평형대를 희망하는 경우가 52.1%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이 41-50평형으로 27.9%를 차지했다.

앞으로 이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6.6%는 현재 주택

부의 경우 다른 생활주기에 있는 주부에 비해 학군 및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주

거가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저출산가정의 경우 가족생활주

기상 대부분 가정형성기에 속해 있으므로 교육환경에 대한 가치점수는 총 16개 항

목 중 8순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Cutler(1947)는 주택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개인과 가족의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계층별 주거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거가치란 각 계층 내에서는 거의 유

사하지만 서로 다른 계층 간에는 주거가치 역시 매우 다르다고 함으로써 주거가치가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개 상류계층은 편리성과 안락함

(즉 환경쾌적성과 공간계획의 적정성)에, 중류계층은 대인관계(사회성 및 신분상징

성)에, 하류계층은 건강과 안전(경제성 및 편의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하였

다. 본 연구조사 결과 월평균소득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공간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

균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집단과 그 이하인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

주부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점수에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현재 취업중인 주부집단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집단에 비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부 학력에 따른 주거가치 요인점수의 차이를 보면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요인

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의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요인에서 모

두 유의적인 차아기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쾌적성' 요인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성 및 편의성' 요인에 대

해서는 주부 학력이 낮을수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반대현상을 보였다. 즉 주부

의 학력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보다 많은 관

심을 보이는 반면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시각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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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가구의 현재 주택규모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저출산 가정 안에

서도 주부의 연령과 학력, 소득이 높고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없으며 단

독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일수록 보다 넓은 규모의 주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관련변인에 따른 주거선호의 차이

변인 구분 희망주택규모 M/D F value

주부연령

30세 이하 39.28 a

3.004*
31-35세 39.40 a
36-40세 45.05 b

41세 이상 43.78 a
전체 41.33

월평균소득

250만원 이하 37.77 a

2.887*
251-350만원 40.63 ab
351-450만원 41.78 ab
451만원 이상 43.93 b

전체 40.99

이상적인 자녀수

1명 41.69

.2532명 40.91
3명 이상 40.06

전체 40.90

주부취업여부

비취업 41.20
.046취업 41.58

전체 41.39

주부학력

2년제대학 36.08 a

3.867*4년제대학 41.95 b
대학원 이상 42.91 b

전체 41.15

출산계획여부

있다 38.18
6.946**없다 42.44

전체 41.26

*

p<.05  ** p<.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8.9%는 '현재 주택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14.3%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이사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사하

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제사정을 언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자

녀의 학교 등 교육환경이나 남편 직장과의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표 7〉조사대상가구의 선호주거 특성

구분 내용 f(%)

선호주거유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255(72.1)
단독주택 84(23.7)

빌라/연립주택 10(2.8)
기타 5(1.4)

선호주거규모

(평균 41.09평)

30평 이하 37(10.4)
31-40평 185(52.1)
41-50평 99(27.9)

51평 이상 34(9.6)

이사의향

계속 살고 싶다 104(28.9)
이사하고 싶다 202(56.6)

모르겠다 51(14.3)

(2)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선호

조사대상가구의 관련변인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

과 <표 8>과 같이 주부의 연령, 월평균소득, 주부의 학력, 자녀출산계획 여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보다 넓은 규모를 원했으며 특히 36-40세인 경우 가장 큰 평수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가 가족생활주기상 가장 넓은 주택규모를 필요로 하는 가

정확대기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주택규

모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가 

커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출산 계획

이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넓은 주택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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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상가구의 현재 주택규모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저출산 가정 안에

서도 주부의 연령과 학력, 소득이 높고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없으며 단

독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일수록 보다 넓은 규모의 주택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관련변인에 따른 주거선호의 차이

변인 구분 희망주택규모 M/D F value

주부연령

30세 이하 39.28 a

3.004*
31-35세 39.40 a
36-40세 45.05 b

41세 이상 43.78 a
전체 41.33

월평균소득

250만원 이하 37.77 a

2.887*
251-350만원 40.63 ab
351-450만원 41.78 ab
451만원 이상 43.93 b

전체 40.99

이상적인 자녀수

1명 41.69

.2532명 40.91
3명 이상 40.06

전체 40.90

주부취업여부

비취업 41.20
.046취업 41.58

전체 41.39

주부학력

2년제대학 36.08 a

3.867*4년제대학 41.95 b
대학원 이상 42.91 b

전체 41.15

출산계획여부

있다 38.18
6.946**없다 42.44

전체 41.26

*

p<.05  ** p<.01  
 D(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8.9%는 '현재 주택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 14.3%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이사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이사하

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제사정을 언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자

녀의 학교 등 교육환경이나 남편 직장과의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표 7〉조사대상가구의 선호주거 특성

구분 내용 f(%)

선호주거유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255(72.1)
단독주택 84(23.7)

빌라/연립주택 10(2.8)
기타 5(1.4)

선호주거규모

(평균 41.09평)

30평 이하 37(10.4)
31-40평 185(52.1)
41-50평 99(27.9)

51평 이상 34(9.6)

이사의향

계속 살고 싶다 104(28.9)
이사하고 싶다 202(56.6)

모르겠다 51(14.3)

(2)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선호

조사대상가구의 관련변인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

과 <표 8>과 같이 주부의 연령, 월평균소득, 주부의 학력, 자녀출산계획 여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대별로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보다 넓은 규모를 원했으며 특히 36-40세인 경우 가장 큰 평수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가 가족생활주기상 가장 넓은 주택규모를 필요로 하는 가

정확대기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선호하는 주택규

모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주택의 규모가 

커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없는 경우 자녀출산 계획

이 있는 경우에 비해 더 넓은 주택규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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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보급률의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내

용 중 앞으로 이사 혹은 주택 구입 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

분이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

으로는 단순히 주택규모의 양적 확보보다는 시설설비 혹은 효율적인 공간계획 등을 

통해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년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

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거가치, 주거선호 등

의 주거의식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은 저출산 가정의 가정관리 전

략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상자의 표집과정과 문항선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 대단위의 표집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주거실태

와 주거의식, 주택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저출산 가정이라도 거주지역, 소득계층, 생활양식, 연령대 

등의 하위집단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주거요구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편적이나마 저출

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 실증조사연구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주택소요에 근거

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모델과 제

도적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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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자녀가 한 명이면서 주부가 가임연령기에 있는 가정을 저출산 가

정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현황과 주거가치, 주거만족도, 주거선호 등 

주거의식에 대한 내용을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주거유형과 주거소유형태는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소득, 주부의 학력 등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소유 가정인 경우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

소득이 다른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정에 비해 높았다. 한편 앞으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가정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더 넓은 규모

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더 이상의 자녀출산계획이 없

는 가정의 경우 질적인 주거 확보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 양

육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는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

의성,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공간계획의 적정성의 4가지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쾌적성 요인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를 고려한 주거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16개의 개별 주거가치 

항목별로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방음 등 프

라이버시와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존재 여부, 설비 및 시설 관련 항목 등의 순이었다.

셋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주거에 대한 내

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지금보다 넓은 규모의 주택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

수 혹은 가정생활주기와 상관없이 주거규모의 양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보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주부의 연령과 학력,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로

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택

규모의 증가는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며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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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보급률의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내

용 중 앞으로 이사 혹은 주택 구입 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

분이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

으로는 단순히 주택규모의 양적 확보보다는 시설설비 혹은 효율적인 공간계획 등을 

통해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년 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

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거가치, 주거선호 등

의 주거의식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은 저출산 가정의 가정관리 전

략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상자의 표집과정과 문항선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 대단위의 표집이 되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주거실태

와 주거의식, 주택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저출산 가정이라도 거주지역, 소득계층, 생활양식, 연령대 

등의 하위집단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주거요구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집단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편적이나마 저출

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 실증조사연구라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하위집단별로 

저출산 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의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주택소요에 근거

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모델과 제

도적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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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자녀가 한 명이면서 주부가 가임연령기에 있는 가정을 저출산 가

정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현황과 주거가치, 주거만족도, 주거선호 등 

주거의식에 대한 내용을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에 따른 주거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주거유형과 주거소유형태는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소득, 주부의 학력 등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소유 가정인 경우 주부의 연령과 월평균

소득이 다른 주거유형에 거주하는 가정에 비해 높았다. 한편 앞으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가정이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비해 더 넓은 규모

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더 이상의 자녀출산계획이 없

는 가정의 경우 질적인 주거 확보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가운데 한 명의 자녀 양

육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는 환경쾌적성, 경제성 및 편

의성, 사회성 및 신분상징성, 공간계획의 적정성의 4가지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쾌적성 요인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를 고려한 주거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16개의 개별 주거가치 

항목별로 현재 주거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방음 등 프

라이버시와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존재 여부, 설비 및 시설 관련 항목 등의 순이었다.

셋째, 저출산 가정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주거에 대한 내

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지금보다 넓은 규모의 주택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

수 혹은 가정생활주기와 상관없이 주거규모의 양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보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주부의 연령과 학력,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주부로

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택

규모의 증가는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며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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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대응한�주택정책��

개선방안”

천현숙 l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 모성보호 등외에도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완화, 안전한 주택도시환경 조성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특히 우리

나라는 주거부담이 교육부담과 결합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높음.

자녀수별 주거실태를 파악해보면 3자녀 이상가구가 경제적 상황이나 자산 형

성 등이 가장 안좋게 나타나나 2자녀까지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남. 따라서 자녀

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출산지원 주택정책은 다자녀가구 지원과 신혼부부 지원으로 대별되나,

다자녀가구 지원은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로 인한 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이 있음.

따라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

하여야 하며 결혼시 주거마련 지원, 자녀가 없는 가구나 자녀가 한명인 가구들

이 출산과 추가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현재 주거정책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가구를 구성하고 출산한 가구에 집중

되어 결혼시 주택마련자금 지원,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 형태보다 자녀수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출산에 대응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천현숙1)

1) 소속: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39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 모성보호 등외에도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완화, 안전한 주택도시환경 조성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특히 우리

나라는 주거부담이 교육부담과 결합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높음.

자녀수별 주거실태를 파악해보면 3자녀 이상가구가 경제적 상황이나 자산 형

성 등이 가장 안좋게 나타나나 2자녀까지와는 다른 패턴이 나타남. 따라서 자녀

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출산지원 주택정책은 다자녀가구 지원과 신혼부부 지원으로 대별되나,

다자녀가구 지원은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로 인한 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이 있음.

따라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

하여야 하며 결혼시 주거마련 지원, 자녀가 없는 가구나 자녀가 한명인 가구들

이 출산과 추가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현재 주거정책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가구를 구성하고 출산한 가구에 집중

되어 결혼시 주택마련자금 지원,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 형태보다 자녀수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출산에 대응한 주택정책 개선방안

천현숙1)

1) 소속: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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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개선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3. 저출산 현황과 원인

1. 저출산 정의

인구학적 측면에서 저출산은 인구대체출산율(2.1명)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을 개인 및 가구차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 및 지연하

는 경우 그리고 가임기(15-49세)내 1자녀만 출산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2. 저출산 현황

현대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 4.53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

소하여 1980년에 2.82명을 기록하였고, 1985년에는 1.66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2.1

명)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3) 1.3명 이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5년 1.08명까지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6년에는 1.19명에서 2011년 1.24명으로 합계출

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는 돌봄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시설, 지역사회자본관련시설, 자연친화적 

시설 등이 포함된다(홍승아, 김혜영, 2007)
3)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1. 연구목적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으

로 인해 주거부담과 주거불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

정책에서 주거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경제성장과 고용구조, 가치관,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안정 등에 다차원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의 정책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고용과 

소득을 통제할 경우 가장 중요인 요인은 주거의 안정과 주거부담일 것이며 주거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저출산가구의 주

거소비 실태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저출산 관련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2. 주택, 도시주거환경과 출산율

주택유형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주거이동 분야

(residential mobility)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

거밀도, 주거가격이나 임대료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거와 출산율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미지

한 실정이다.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주거 및 도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양호한 보육시설이 잘 공급되어 있고, 보육관련 서비스들이 잘 구비되어 있

는 지역사회와 도시환경은 양육을 포함한 부모와 자녀의 일상 활동을 편안하고 윤택

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어,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은 곧 출산과 양육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부담의 완화와 주거안정, 출산과 양육에 친

화적인 도시환경조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들을 통해서도 주거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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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개선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3. 저출산 현황과 원인

1. 저출산 정의

인구학적 측면에서 저출산은 인구대체출산율(2.1명)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을 개인 및 가구차원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 및 지연하

는 경우 그리고 가임기(15-49세)내 1자녀만 출산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2. 저출산 현황

현대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70년 4.53에 달했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

소하여 1980년에 2.82명을 기록하였고, 1985년에는 1.66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2.1

명)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3) 1.3명 이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5년 1.08명까지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6년에는 1.19명에서 2011년 1.24명으로 합계출

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는 돌봄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시설, 지역사회자본관련시설, 자연친화적 

시설 등이 포함된다(홍승아, 김혜영, 2007)
3)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1. 연구목적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특수성으

로 인해 주거부담과 주거불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

정책에서 주거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경제성장과 고용구조, 가치관,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안정 등에 다차원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의 정책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고용과 

소득을 통제할 경우 가장 중요인 요인은 주거의 안정과 주거부담일 것이며 주거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저출산가구의 주

거소비 실태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저출산 관련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2. 주택, 도시주거환경과 출산율

주택유형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주거이동 분야

(residential mobility)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외국의 경우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

거밀도, 주거가격이나 임대료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거와 출산율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 미지

한 실정이다.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주거 및 도시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양호한 보육시설이 잘 공급되어 있고, 보육관련 서비스들이 잘 구비되어 있

는 지역사회와 도시환경은 양육을 포함한 부모와 자녀의 일상 활동을 편안하고 윤택

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어,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은 곧 출산과 양육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거부담의 완화와 주거안정, 출산과 양육에 친

화적인 도시환경조성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들을 통해서도 주거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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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및 경제ㆍ사회적 영향

저출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0년 정점을 이루고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

는 `마이너스 자연증가'는 2028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 동시에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승권, 2004; 김승권 외, 2004, 이삼식 외, 2005). 평균 수명 상승

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반하여,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급

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해 노동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 통합이 손상될 위험을 내재하

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야기하고, 소비

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증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역별 출산율과 주거소비 현황

거시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내에서 분

석해보았다. 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합계출산율과 주거지역 평균지가와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우 주거지역 평균지가가 낮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자가율, 조출생률,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2010년간 주택전세

가격지수(종합) 증감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

국 시군구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수도

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과 주거지역 평균지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4) 이를 통해서도 출산율과 지가 또는 전세가격이 상관관

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전국단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1〕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2012.

〔그림 2〕주요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변화 (2010)

(단위: 명)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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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및 경제ㆍ사회적 영향

저출산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0년 정점을 이루고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

는 `마이너스 자연증가'는 2028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 동시에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동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승권, 2004; 김승권 외, 2004, 이삼식 외, 2005). 평균 수명 상승

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반하여, 이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급

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해 노동인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 통합이 손상될 위험을 내재하

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야기하고, 소비

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증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역별 출산율과 주거소비 현황

거시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내에서 분

석해보았다. 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합계출산율과 주거지역 평균지가와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우 주거지역 평균지가가 낮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자가율, 조출생률, 가구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2010년간 주택전세

가격지수(종합) 증감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

국 시군구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수도

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과 주거지역 평균지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4) 이를 통해서도 출산율과 지가 또는 전세가격이 상관관

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전국단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1〕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2012.

〔그림 2〕주요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변화 (2010)

(단위: 명)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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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연구원이 2012년 수행한 ‘출산지원 주택정책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미혼 남성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지연 혹은 기피하는 이유로 결

혼 후 주택마련 자금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1.7%), 미혼 여성 

응답자도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0.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8.3%)으로 응답하였다.

4. 저출산가구의 주거실태 및 수요특성 

이하에서는 자녀수별 가구의 주거실태와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자녀수별 주거실태는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

기간 15년 미만인 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

초기 주거특성 및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자녀수별 주거실태

 1) 분석목적 및 범위

자녀수별 가구의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수에 따라 주거특성과 

가구특성, 가구의 경제력 등이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다자녀가구의 주거수준이 동일

한 소득계층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나 

자산 축적 정도로 미루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가구가 많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지

원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수별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

고, 특히 가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한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가장 

5.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화 및 결혼기피, 출산지연 및 출산기피로 볼 수 있다. 저출

산을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곤란, 주거 소비, 자녀양육 부담),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저출산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로 영향력

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저출산 원

인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이상의 요인 중 경제사회적 요인가운에 주거안정성 및 주거부담과 도시 및 지역

사회환경이 출산과 관련성있는 주택, 도시영역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주택 안정여부에 따라 혼인시기가 결정되고, 출

산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Ermisch,1981, 1988; Duce Tello, 

1995; Mulder & Billari, 2010).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도 미혼 남녀의 결혼기피 원인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들고 있고, 이 중 

주택마련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72.7%)하는 바5), 주거 안정과 출산과의 관계를 검

5)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9), 2009년 결혼비용조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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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토연구원이 2012년 수행한 ‘출산지원 주택정책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미혼 남성응답자의 경우 결혼을 지연 혹은 기피하는 이유로 결

혼 후 주택마련 자금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1.7%), 미혼 여성 

응답자도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0.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8.3%)으로 응답하였다.

4. 저출산가구의 주거실태 및 수요특성 

이하에서는 자녀수별 가구의 주거실태와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자녀수별 주거실태는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

기간 15년 미만인 가구 중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

초기 주거특성 및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자녀수별 주거실태

 1) 분석목적 및 범위

자녀수별 가구의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수에 따라 주거특성과 

가구특성, 가구의 경제력 등이 차이를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다자녀가구의 주거수준이 동일

한 소득계층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나 

자산 축적 정도로 미루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가구가 많다면 이들에 대한 정책지

원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수별 주거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

고, 특히 가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한 주거실태조사 자료 중 가장 

5. 저출산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화 및 결혼기피, 출산지연 및 출산기피로 볼 수 있다. 저출

산을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요인(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곤란, 주거 소비, 자녀양육 부담), 도시 및 지역사회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저출산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로 영향력

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저출산 원

인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3〕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이상의 요인 중 경제사회적 요인가운에 주거안정성 및 주거부담과 도시 및 지역

사회환경이 출산과 관련성있는 주택, 도시영역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주택 안정여부에 따라 혼인시기가 결정되고, 출

산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Ermisch,1981, 1988; Duce Tello, 

1995; Mulder & Billari, 2010).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서도 미혼 남녀의 결혼기피 원인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들고 있고, 이 중 

주택마련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72.7%)하는 바5), 주거 안정과 출산과의 관계를 검

5)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9), 2009년 결혼비용조사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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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형태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까지 증가할 때 자가가구 비율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자가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구의 비율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저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은 가장 낮고 

월세가구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가구구성 이후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로 판단된다.

(3) 무주택가구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분석대상가구의 무주택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까지 증가할 때 무주택가구 비율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무주택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택마련 경험 여부 및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한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주

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2자녀 가구에 비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거밀도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가구원수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주거면적은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3.3

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표본조사로 표본의 규모나 조사항목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자녀수별 주거실태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은 가구구성, 혼인기간 등에 제한을 두

었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부와 자녀 이외의 가구원이 동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및 생활비 상승, 주거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부부와 자녀로

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혼인기간의 경우 장성한 자녀가 독립하여 현재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고령의 무자녀 가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자녀의 경제활

동으로 인해 가구 소득 등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혼인기간이 15년 

미만인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자녀수와 소득계층별로 주거 및 주거환경 특성, 가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반가

구 전체의 특성과분석시 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당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 주택유형

먼저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낮고, 아파트 거주가구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2

인까지 증가할 때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3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

대 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47

(2) 점유형태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까지 증가할 때 자가가구 비율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자가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구의 비율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저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은 가장 낮고 

월세가구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가구구성 이후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로 판단된다.

(3) 무주택가구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분석대상가구의 무주택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까지 증가할 때 무주택가구 비율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무주택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주택마련 경험 여부 및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한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주

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2자녀 가구에 비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거밀도

1인당 주거면적과 방당가구원수의 경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주거면적은 

최근에 실시된 2010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3.3

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표본조사로 표본의 규모나 조사항목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자녀수별 주거실태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은 가구구성, 혼인기간 등에 제한을 두

었다. 가구구성의 경우 부부와 자녀 이외의 가구원이 동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및 생활비 상승, 주거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하여 부부와 자녀로

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혼인기간의 경우 장성한 자녀가 독립하여 현재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고령의 무자녀 가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자녀의 경제활

동으로 인해 가구 소득 등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혼인기간이 15년 

미만인 가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자녀수와 소득계층별로 주거 및 주거환경 특성, 가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반가

구 전체의 특성과분석시 지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당시 작성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 주택유형

먼저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낮고, 아파트 거주가구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2

인까지 증가할 때 단독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3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

대 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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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자산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임대료

임차유형별 임대료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비교하여 전세금이나 보증금, 월세 

등 분석대상가구의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 이상가

구의 경우 전세금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및 월세는 다른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나 

월세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거소비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10)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

RIR을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 중 1자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RIR이 일반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중위수 기준 부부가구의 RIR은 

16.0%, 1자녀 가구 20.0%, 2자녀 가구 19.2%, 3자녀 이상 가구 17.2%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RIR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 1자녀가구(23.2%)와  저소

득층 3자녀 이상 가구(23.2%)의 RIR이 분석대상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 시사점

이상에서는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15년 미만인 가구의 자녀수별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분석하였다.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수가 2인까지 증가할 때 아파트 거주가구 

감소하고 방당 가구원수는 증가하여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

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 중 1인당 주거면적은 가장 작고, 방당 

가구원수는 가장 많아 주거밀도가 높았다.

(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분석대상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부부가구, 1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6%에 비해 낮

은 수준이나, 3자녀 이상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3%로 일반가구저

소득층의 18.9%보다 높았다.

(7) 가계수지

소득, 생활비, 주거관리비6) 등 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를 제외하면 평균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생활

비, 주거관리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42.7만원으로 

2자녀 가구 353만원에 비해 평균 소득은 낮고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는 유사한 수준

을 보였다.

(8) 가구자산

가구자산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비교해 분석대상가구는 주택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보유액은 적고, 금융자산 보유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자산과 총자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

6)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관리비는 임대료를 제외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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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2자녀 가구에 비해 자산 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임대료

임차유형별 임대료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가구 비교하여 전세금이나 보증금, 월세 

등 분석대상가구의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자녀 이상가

구의 경우 전세금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및 월세는 다른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나 

월세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거소비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월세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10)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

RIR을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 중 1자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RIR이 일반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중위수 기준 부부가구의 RIR은 

16.0%, 1자녀 가구 20.0%, 2자녀 가구 19.2%, 3자녀 이상 가구 17.2%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RIR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 1자녀가구(23.2%)와  저소

득층 3자녀 이상 가구(23.2%)의 RIR이 분석대상 가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3) 시사점

이상에서는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고 혼인기간이 15년 미만인 가구의 자녀수별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분석하였다.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수가 2인까지 증가할 때 아파트 거주가구 

감소하고 방당 가구원수는 증가하여 주거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

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 가구 중 1인당 주거면적은 가장 작고, 방당 

가구원수는 가장 많아 주거밀도가 높았다.

(6)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분석대상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부부가구, 1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0.6%에 비해 낮

은 수준이나, 3자녀 이상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3%로 일반가구저

소득층의 18.9%보다 높았다.

(7) 가계수지

소득, 생활비, 주거관리비6) 등 가구의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를 제외하면 평균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생활

비, 주거관리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42.7만원으로 

2자녀 가구 353만원에 비해 평균 소득은 낮고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는 유사한 수준

을 보였다.

(8) 가구자산

가구자산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와 비교해 분석대상가구는 주택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보유액은 적고, 금융자산 보유액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자산과 총자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

6)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관리비는 임대료를 제외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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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목적 및 범위

자녀의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구형성에서 출산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이후 특성변화는 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실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혼인초기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의 혼인초기 특성, 혼인 이후 이러한 특성의 변화 및 자녀 출산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일정기간 이상 동일가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

는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널자료 중 분석에 

필요한 가구 및 주거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자료 축적기간이 길어 분석

대상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은 1998년 조사가 시작되어 2008년 11차 연도까지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2011년 현재 원표본 가구의 74%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차~11차(1999년~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당

시 가구 및 주거특성과 이후 특성 변화가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가구는  2차~6차 조사기간(1999년~2003년) 중 혼인하여 2008년 현재 혼

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경과된 가구로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될 당시 가구주와 가

구주의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실제 조사 자료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① 가구주 혼인으로 가구원이 추가된 가구로 가구주+가구주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② 혼인으로 분가한 가구 중 가구주+가구주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및 자가가구 비율 증가, 무주택가구와 노후주택 거주가구 비율 감소, 주거환경 만족

도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등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

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단독주택 거주가구, 월세가구, 무주택가구, 노후주

택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낮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생

활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증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수준이 개선되고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7) 자

녀의 출산이 가구주 연령 증가, 생애주기 이동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생애주기 이론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상의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과 반대의 특

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주거수준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수지나 자산측면에서 현재의 주거수준

을 스스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동일한 소득수준에서도 정책

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자녀

로 인한 주거부담의 완를 위한 지원인 것이지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정책

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출산은 가구의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과정

이므로 어떤 가구의 주거특성이나 가구특성 변화가 있을 경우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7) 박천규 외,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제60권, 2009.3,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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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목적 및 범위

자녀의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가구형성에서 출산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이후 특성변화는 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실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혼인초기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의 혼인초기 특성, 혼인 이후 이러한 특성의 변화 및 자녀 출산 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일정기간 이상 동일가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

는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널자료 중 분석에 

필요한 가구 및 주거특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자료 축적기간이 길어 분석

대상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은 1998년 조사가 시작되어 2008년 11차 연도까지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2011년 현재 원표본 가구의 74%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패널조사 자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차~11차(1999년~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당

시 가구 및 주거특성과 이후 특성 변화가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가구는  2차~6차 조사기간(1999년~2003년) 중 혼인하여 2008년 현재 혼

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경과된 가구로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될 당시 가구주와 가

구주의 배우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정하였다. 실제 조사 자료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① 가구주 혼인으로 가구원이 추가된 가구로 가구주+가구주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② 혼인으로 분가한 가구 중 가구주+가구주배우자로 구성된 가구

및 자가가구 비율 증가, 무주택가구와 노후주택 거주가구 비율 감소, 주거환경 만족

도 상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등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

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어 단독주택 거주가구, 월세가구, 무주택가구, 노후주

택 거주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낮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생

활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이론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증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수준이 개선되고 주택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7) 자

녀의 출산이 가구주 연령 증가, 생애주기 이동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생애주기 이론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상의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과 반대의 특

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주거수준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계수지나 자산측면에서 현재의 주거수준

을 스스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동일한 소득수준에서도 정책

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자녀

로 인한 주거부담의 완를 위한 지원인 것이지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유인정책

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출산은 가구의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과정

이므로 어떤 가구의 주거특성이나 가구특성 변화가 있을 경우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7) 박천규 외,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제60권, 2009.3,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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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변수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설정

종속변수 child 2008년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

설명변수

in 혼인당시 소득

din 혼인이후 2008년까지 소득증가액

debt 혼인당시 부채

dnet 혼인 후 순자산 변화(1=증가, 0=동일 또는 감소)
hcost 혼인당시 주거비

burden 주거비 부담여부(1=부담, 0=부담 없음)
own1 혼인당시 점유형태(1=자가, 0=기타)
own2 혼인당시 점유형태(1=전세, 0=기타)
htype 현재 주택유형(1=아파트, 0=기타)
size 혼인당시 주거면적

dsize 혼인 후 주거면적 변화(1=증가, 0=감소)
age 혼인당시 여성배우자 연령

year 혼인기간

region 거주지역(1=수도권, 0=비수도권)

 3) 분석결과

출산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설정한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F-검정 결과 

추정된 모형은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R2와 수정된 R2는 각각 0.4303과 0.3829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산출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모든 변수의 값이 109)이하로 추정되어 다중공선성 문제

는 크지 않았다.

설명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면 소득증가액, 주거비 부담여부, 점유형태, 주택

유형, 여성배우자 연령이 9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부채, 순자산 변화, 혼인기간의 경우 90% 유의수준에 근접한 유의성을 보였다.

9)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을 초과하면 해당 변수는 공선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안충영 외, ‘기초계

량경제학’, 2000, 진영사, 서울, p.367.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총 342가구이며 이중 11

차 연도 조사에 참여하여 2008년 현재의 특성 파악인 가능한 가구는 266가구로 나

타났다. 그러나 3차 연도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 관련 문항 중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수인 주거비가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해당 차수 가구를 제외한  218가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

용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설명변수로 가구특성인 소득, 소득증가액, 부채, 순자산 

변화, 여성배우자 연령, 혼인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주거특성으로 주거비, 주거비 부

담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거면적 변화,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8)

8) 소득의 경우 혼인 당시 가구 연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분석자료의 초기 연도인 

1999년 기준으로 현가화1)한 값을 사용하였다. 소득증가액은 현가화한 혼인 당시 소득과 2008년 소득의 

차액으로 설정하였다. 부채는 혼인 당시 부채를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순자

산 변화는 현가화한 혼인당시 순자산과 2008년 현재 순자산을 비교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1’, 감소

한 경우 ‘0’으로 표기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여성배우자 연령은 혼인 당시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사

용하였으며, 혼인기간은 혼인이후 2008년까지 경과된 기간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거특성 중 주거비는 

혼인 당시 주거비를 현가화한 것으로 주거비에는 월세, 전시․수도․가스 요금, 주택관리비 등이 포함되

었다. 주거비 부담여부는 조사항목 중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으로 주거비를 응답한 경우 ‘1’, 그

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점유형태는 혼인 당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와 전세인 경우를 ‘1’로 표기한 두 개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주택유형의 경우 2008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에 대한 더미변수로 아파트인 경우를 ‘1’로 설정하였다. 주거면적은 혼인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주거면적에 대한 변수이며, 주거면적 변화의 경우 혼인 당시 주거면적과 2008년 현재 주거면적을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를 ‘1’, 같거나 감소한 경우를 ‘0’으로 표기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거주

지역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 ‘1’ ,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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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변수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설정

종속변수 child 2008년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

설명변수

in 혼인당시 소득

din 혼인이후 2008년까지 소득증가액

debt 혼인당시 부채

dnet 혼인 후 순자산 변화(1=증가, 0=동일 또는 감소)
hcost 혼인당시 주거비

burden 주거비 부담여부(1=부담, 0=부담 없음)
own1 혼인당시 점유형태(1=자가, 0=기타)
own2 혼인당시 점유형태(1=전세, 0=기타)
htype 현재 주택유형(1=아파트, 0=기타)
size 혼인당시 주거면적

dsize 혼인 후 주거면적 변화(1=증가, 0=감소)
age 혼인당시 여성배우자 연령

year 혼인기간

region 거주지역(1=수도권, 0=비수도권)

 3) 분석결과

출산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설정한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F-검정 결과 

추정된 모형은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

명력을 나타내는 R2와 수정된 R2는 각각 0.4303과 0.3829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산출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모든 변수의 값이 109)이하로 추정되어 다중공선성 문제

는 크지 않았다.

설명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면 소득증가액, 주거비 부담여부, 점유형태, 주택

유형, 여성배우자 연령이 9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부채, 순자산 변화, 혼인기간의 경우 90% 유의수준에 근접한 유의성을 보였다.

9)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을 초과하면 해당 변수는 공선성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안충영 외, ‘기초계

량경제학’, 2000, 진영사, 서울, p.367.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총 342가구이며 이중 11

차 연도 조사에 참여하여 2008년 현재의 특성 파악인 가능한 가구는 266가구로 나

타났다. 그러나 3차 연도의 경우 가구의 소비지출 관련 문항 중 분석에 필요한 주요 

변수인 주거비가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어 해당 차수 가구를 제외한  218가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8년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이

용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설명변수로 가구특성인 소득, 소득증가액, 부채, 순자산 

변화, 여성배우자 연령, 혼인기간을 포함하였으며, 주거특성으로 주거비, 주거비 부

담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주거면적, 주거면적 변화, 거주지역을 포함하였다.8)

8) 소득의 경우 혼인 당시 가구 연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분석자료의 초기 연도인 

1999년 기준으로 현가화1)한 값을 사용하였다. 소득증가액은 현가화한 혼인 당시 소득과 2008년 소득의 

차액으로 설정하였다. 부채는 혼인 당시 부채를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순자

산 변화는 현가화한 혼인당시 순자산과 2008년 현재 순자산을 비교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1’, 감소

한 경우 ‘0’으로 표기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여성배우자 연령은 혼인 당시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사

용하였으며, 혼인기간은 혼인이후 2008년까지 경과된 기간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거특성 중 주거비는 

혼인 당시 주거비를 현가화한 것으로 주거비에는 월세, 전시․수도․가스 요금, 주택관리비 등이 포함되

었다. 주거비 부담여부는 조사항목 중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으로 주거비를 응답한 경우 ‘1’, 그

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점유형태는 혼인 당시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와 전세인 경우를 ‘1’로 표기한 두 개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주택유형의 경우 2008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에 대한 더미변수로 아파트인 경우를 ‘1’로 설정하였다. 주거면적은 혼인 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주거면적에 대한 변수이며, 주거면적 변화의 경우 혼인 당시 주거면적과 2008년 현재 주거면적을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를 ‘1’, 같거나 감소한 경우를 ‘0’으로 표기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거주

지역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 ‘1’ ,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표기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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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령의 경우 혼인 당시 여성배우자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증가가 출산자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

녀수 양육에 따른 제반비용의 지출 증가가 가구의 자산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혼인 이후 가

구소득 변화, 주거비 부담 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여성배우자 연령 등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소득계층, 점유형태,

가구주 직업, 혼인기간, 거주지역 등이 추가자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적 측면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은 혼인초기 자가나 전세

에 거주한 가구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자녀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혼인 초기 

주거가 안정되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많이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가구형성단계에서 첫 자녀 출산, 추가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3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추가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보다는 이미 다자녀를 가진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

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추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후 5년이내 출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자녀출산이 가능한 가구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는 문제점

이 있으므로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적령기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장려할 수 있고,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하나인 가

구는 둘째를 낫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표 2〉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1.786510  0.3744  4.77 <.0001 0.000  
in 0.000045 0.0000 1.51 0.132 1.298 
din 0.000046 0.0000 2.42 0.017 1.361 
debt -0.000033  0.0000 -1.48 0.140 1.141 
dnet -0.183730  0.1120 -1.64 0.103 1.166 
hcost -0.004550  0.0055 -0.82 0.413 1.218 

burden -0.299880  0.1446 -2.07 0.040 1.127 
own1 0.331340 0.1952 1.70 0.091 2.693 
own2 0.266970 0.1584 1.69 0.094 2.482 
htype 0.215960 0.1128 1.91 0.057 1.303 
size -0.002630 0.0054 -0.49 0.625 1.580 
dsize 0.010740 0.1197 0.09 0.929 1.431 
age -0.037670  0.0057 -6.56 <.0001 1.481 
year 0.055290 0.0360 1.54 0.126 1.211 

region -0.054330  0.0986 -0.55 0.582 1.103 
Pr > F <.0001

R-Square 0.4303
Adj R-Sq 0.3829

n 183

설명변수별로 추정된 계수값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증가액이 클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별로 혼인초기 자가나 전세에 거

주한 가구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에 

비해 자가의 계수값이 크게 추정되어 혼인 초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의 경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

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와 순자산 변화, 주거비부담여부, 여성배우자 연령 변수의 경우  출산 자녀수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당시 부채가 많을수록, 혼인 이후 

순자산이 많이 증가한 가구일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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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령의 경우 혼인 당시 여성배우자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증가가 출산자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

녀수 양육에 따른 제반비용의 지출 증가가 가구의 자산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4) 시사점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혼인 이후 가

구소득 변화, 주거비 부담 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여성배우자 연령 등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소득계층, 점유형태,

가구주 직업, 혼인기간, 거주지역 등이 추가자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적 측면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은 혼인초기 자가나 전세

에 거주한 가구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자녀수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혼인 초기 

주거가 안정되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많이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가구형성단계에서 첫 자녀 출산, 추가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3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추가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보다는 이미 다자녀를 가진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

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추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후 5년이내 출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자녀출산이 가능한 가구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고 있는 문제점

이 있으므로 이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적령기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장려할 수 있고,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하나인 가

구는 둘째를 낫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표 2〉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과 특성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Variance

Inflation

Intercept 1.786510  0.3744  4.77 <.0001 0.000  
in 0.000045 0.0000 1.51 0.132 1.298 
din 0.000046 0.0000 2.42 0.017 1.361 
debt -0.000033  0.0000 -1.48 0.140 1.141 
dnet -0.183730  0.1120 -1.64 0.103 1.166 
hcost -0.004550  0.0055 -0.82 0.413 1.218 

burden -0.299880  0.1446 -2.07 0.040 1.127 
own1 0.331340 0.1952 1.70 0.091 2.693 
own2 0.266970 0.1584 1.69 0.094 2.482 
htype 0.215960 0.1128 1.91 0.057 1.303 
size -0.002630 0.0054 -0.49 0.625 1.580 
dsize 0.010740 0.1197 0.09 0.929 1.431 
age -0.037670  0.0057 -6.56 <.0001 1.481 
year 0.055290 0.0360 1.54 0.126 1.211 

region -0.054330  0.0986 -0.55 0.582 1.103 
Pr > F <.0001

R-Square 0.4303
Adj R-Sq 0.3829

n 183

설명변수별로 추정된 계수값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증가액이 클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별로 혼인초기 자가나 전세에 거

주한 가구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에 

비해 자가의 계수값이 크게 추정되어 혼인 초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의 경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

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와 순자산 변화, 주거비부담여부, 여성배우자 연령 변수의 경우  출산 자녀수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당시 부채가 많을수록, 혼인 이후 

순자산이 많이 증가한 가구일수록 출산한 자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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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생애주기별 출산과 주택 지원과의 관계

3.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저출산 원인이 결혼후 출산을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것

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정책은 이미 결혼한 가구가 출산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

혼인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

혼으로 이한 주거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

택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지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결혼인센티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출산소수자에 대한 배려 부재

주거정책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가구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혼, 비혼 출산을 통해 자녀는 둔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시설입소, 그룹홈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미혼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

5. 현재 출산지원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 조정필요성

현재 임대주택공급정책이나 금융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의 종

류와 기준이 상이하다. 금융프로그램에서도 부부합산소득을 적용하기도 하고 신청자 

소득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외벌이 가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경우에만 맞벌이부부 소득 완화기준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에서도 가구소득

기준이 일반 3천만 원, 다자녀가구도 3천만 원인데 신혼부부만 4천만 원으로 가장 

높다. 주택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

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등과 같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70%, 100%, 

120%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지원에 결혼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결혼한 가구에게는 자녀수에 비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2. 생애주기별 형평성 문제

결혼이후 생애주기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주거지원은 5년이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초점이 두어져있다.  5년이내 혜택을 못받은 경우 3자녀를 

출산할 때까지는 일반 가구와 같은 순서가 되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도 3년내 자녀출산한 경우가 1순위로 3년 후

에 자녀가 둘인 경우보다도 우선순위를 받게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혜택정도

가 불평등하다. 현재 우선순위는 결혼 후 3년내 자녀를 낳은 가구> 결혼 후 5년내 

자녀를 낳은 가구> 결혼후 5년이 지나 자녀를 낳은 가구순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

듯이 신혼부부특별공급기간이 지난 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요건을 갖출때까지는 출

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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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생애주기별 출산과 주택 지원과의 관계

3.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저출산 원인이 결혼후 출산을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것

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정책은 이미 결혼한 가구가 출산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

혼인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결

혼으로 이한 주거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

택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지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결혼인센티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출산소수자에 대한 배려 부재

주거정책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가구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미혼, 비혼 출산을 통해 자녀는 둔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시설입소, 그룹홈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미혼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

5. 현재 출산지원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합리적 조정필요성

현재 임대주택공급정책이나 금융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의 종

류와 기준이 상이하다. 금융프로그램에서도 부부합산소득을 적용하기도 하고 신청자 

소득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외벌이 가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경우에만 맞벌이부부 소득 완화기준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에서도 가구소득

기준이 일반 3천만 원, 다자녀가구도 3천만 원인데 신혼부부만 4천만 원으로 가장 

높다. 주택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

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등과 같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70%, 100%, 

120%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지원에 결혼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결혼한 가구에게는 자녀수에 비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2. 생애주기별 형평성 문제

결혼이후 생애주기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 주거지원은 5년이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 초점이 두어져있다.  5년이내 혜택을 못받은 경우 3자녀를 

출산할 때까지는 일반 가구와 같은 순서가 되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도 3년내 자녀출산한 경우가 1순위로 3년 후

에 자녀가 둘인 경우보다도 우선순위를 받게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혜택정도

가 불평등하다. 현재 우선순위는 결혼 후 3년내 자녀를 낳은 가구> 결혼 후 5년내 

자녀를 낳은 가구> 결혼후 5년이 지나 자녀를 낳은 가구순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

듯이 신혼부부특별공급기간이 지난 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요건을 갖출때까지는 출

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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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후 3년,

5년 등의 연수제한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가임기내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을 제안하다. 어린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고 공급시 가점에서도 어린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을 현재 3자녀이상가구에서 2자녀 이상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

로 인한 생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 따라서 출산 장려는 1자녀가 2

자녀를 낳도록 2자녀는 3자녀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거비부담 완화

총 주택공급 물량 중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공급비율이 6∼7% 정

도이다. 현재재 6-7%수준인 저출산지원물량비율을 10-15%까지 제고할 경우 출산율

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0) 공급정책이 금융정책에 비해 사회전체적

인 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받는 가구와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급정책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게 일시에 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모든 소요가 충족될때까지는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효과의 크기만을 고려하

기 보다는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도 고려하여 공급정책과 재정, 금융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분위이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지원

2분위 이하 소득계층에 바우처 지급시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SD 

분석에서는 금융지원정책보다 재정지원정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

10) 저출산지원 공급물량 비율 확대가 출산율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S-D(Syste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생략함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입주하는 상황도 있다. 미혼모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는 지역거주기간에서 불리해진다. 또한 미혼모들은 

부양가족수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이밖에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의 경우 양

육문제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대해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미혼모나 모자가구 등이 

공공주택을 배분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동일순

위내 가점은 자활사업 참여기간(3점), 당해지역 거주기간(3점), 부양가족수(3점)이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녀 양

육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수혜여부 및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6. 출산지원 주택정책 개선방안

1. 주택정책 주요 원칙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가구형성단계에서 첫 자녀 출산, 추가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주택정책이 신혼부부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주거부담의 

완화와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공급확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S-D 모형 분석에 의하면 재정정책> 공급정책> 금융정책 순서로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유형별로는 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등이 있으나 모든 정책에 다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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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생애주기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후 3년,

5년 등의 연수제한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가임기내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을 제안하다. 어린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고 공급시 가점에서도 어린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을 현재 3자녀이상가구에서 2자녀 이상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의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

로 인한 생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 따라서 출산 장려는 1자녀가 2

자녀를 낳도록 2자녀는 3자녀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거비부담 완화

총 주택공급 물량 중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공급비율이 6∼7% 정

도이다. 현재재 6-7%수준인 저출산지원물량비율을 10-15%까지 제고할 경우 출산율

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0) 공급정책이 금융정책에 비해 사회전체적

인 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받는 가구와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급정책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게 일시에 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모든 소요가 충족될때까지는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효과의 크기만을 고려하

기 보다는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도 고려하여 공급정책과 재정, 금융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분위이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지원

2분위 이하 소득계층에 바우처 지급시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SD 

분석에서는 금융지원정책보다 재정지원정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

10) 저출산지원 공급물량 비율 확대가 출산율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S-D(Syste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생략함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입주하는 상황도 있다. 미혼모시설 입소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는 지역거주기간에서 불리해진다. 또한 미혼모들은 

부양가족수에서 불리한 조건이다. 이밖에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의 경우 양

육문제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데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 시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대해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미혼모나 모자가구 등이 

공공주택을 배분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동일순

위내 가점은 자활사업 참여기간(3점), 당해지역 거주기간(3점), 부양가족수(3점)이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녀 양

육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수혜여부 및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6. 출산지원 주택정책 개선방안

1. 주택정책 주요 원칙

출산은 일정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가구형성단계에서 첫 자녀 출산, 추가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주택정책이 신혼부부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주거부담의 

완화와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공급확대,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S-D 모형 분석에 의하면 재정정책> 공급정책> 금융정책 순서로 효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형평성, 재정부담 등을 모두 감안하여 정책

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유형별로는 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등이 있으나 모든 정책에 다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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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본계획이나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보육에 편리한 도

시공간 조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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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주거복지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이 기대되며 동 제도 도입

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주택금융정책 개선

설문조사에서 결혼시 주택마련자금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현재  출산 

후 지원중심에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일부 프로그램은 공공성이 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분양주택자금의 

경우 금리수준에서 민영주택자금와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공적 자금으로

서 성격에 부각되고 있지 않다.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국민주택기금

은 정책적 성격을 뚜렷하게 하여 저출산 고령화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을 

지중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법･제도 구축

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공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혼모

에게 불리한 지역거주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족의 개념이 급

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주택공급과 관련된 기준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 가족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미혼모나 한부모가족 등은 현재 공급규칙에서는 가족수로 인해 항상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공급규칙도 시대변화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안전한 가족친화적,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주거지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택 공급이나 금융 등의 지원이 이루

어지더라도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보육이 편리한 시설과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동시

에 이러어져야 한다. 위험하고 보육서빗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서는 출산을 결정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지자체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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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실 l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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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조성에 여성의 시각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다양성과 

공동체성을 조화롭게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공

간의 재편에 있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공간과 여성과의 관계,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및 이해, 여성친화도

시 조성을 위한 지표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

시로 지정된 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산과의 문제를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살

펴보았는데, 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경제활동과 참여, 적극적 인사조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비전에서는 공동체가 목표에서는 평등이, 도시공간과 관련된 사업별 

분석에서는 여성친화주거나 공원 건설과 같은 도시설계 영역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활동, 참여부분에 대한 영역은 구체적인 사업

의 형태나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성평등 

영역에서 경제활동이나 여성의 참여와 같은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김학실1)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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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비전에서는 공동체가 목표에서는 평등이, 도시공간과 관련된 사업별 

분석에서는 여성친화주거나 공원 건설과 같은 도시설계 영역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활동, 참여부분에 대한 영역은 구체적인 사업

의 형태나 목표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성평등 

영역에서 경제활동이나 여성의 참여와 같은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김학실1)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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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시 공간 안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복지의 공간2)으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이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30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조성이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목표로 하는 다양성의 반영정도는 어떤지를 인증 여성친

화도시들 중 목표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의 목표가 성평

등적인 도시 건설이라고 할 때 도시 공간에 대한 성평등성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

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

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대두배경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생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대두되었다.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에 의하면 여성들은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경험’ 이 있다고 한

다. 경제력이 약한 노약자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설, 주거환경, 쇼핑몰 등 도시서비스

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비록 접근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2) 김영화(2010)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에서 도시공간을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전환

시키자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1. 서론

어느 나라든 도시는 변화한다. 도시의 성장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과밀

화, 산업화가 도시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1970년대 이후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집적됨에 따라 농촌은 인구유출에 시달

리고 도시는 과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과정 중에 도시는 삶을 담아내는 

거주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산업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 확대 재생산되어왔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공간 특성을 와해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한 채 공동체의 붕괴와 도시의 획

일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도시의 변화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해도 급격한 도시의 양적 팽창은 성장이라는 

과실과 함께 사회범죄, 약자소외, 문화단절, 사회적 괴리감을 형성하는 부정적 요인

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 또한 심화되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의 편의와 욕구를 담보하지 않은 채 기능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산업공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마치 건물과 공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거주공간과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다.

지금까지 도시가 공간의 배열에 역점을 두고 조성되어 온 것에 대한 자성적 시각

에서 도시를 사람이 사는 거주의 공간, 복지의 공간의 관점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인

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건강도시, 생태도시,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

시가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기능적 관점에서 인간중

심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이 도시 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시

를 보는 시각의 변화와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일상생활과 조직생활, 여가생

활, 가족생활, 친교생활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도시는 다양한 집합체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도시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

에서 여성친화도시는 도시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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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시 공간 안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복지의 공간2)으로 전

환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이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30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조성이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목표로 하는 다양성의 반영정도는 어떤지를 인증 여성친

화도시들 중 목표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의 목표가 성평

등적인 도시 건설이라고 할 때 도시 공간에 대한 성평등성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

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

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대두배경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생활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대두되었다.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에 의하면 여성들은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던 경험’ 이 있다고 한

다. 경제력이 약한 노약자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설, 주거환경, 쇼핑몰 등 도시서비스

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비록 접근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2) 김영화(2010)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에서 도시공간을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전환

시키자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1. 서론

어느 나라든 도시는 변화한다. 도시의 성장속도는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과밀

화, 산업화가 도시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1970년대 이후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고, 교육과 문화시설이 집적됨에 따라 농촌은 인구유출에 시달

리고 도시는 과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과정 중에 도시는 삶을 담아내는 

거주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산업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 확대 재생산되어왔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공간 특성을 와해하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한 채 공동체의 붕괴와 도시의 획

일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도시의 변화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해도 급격한 도시의 양적 팽창은 성장이라는 

과실과 함께 사회범죄, 약자소외, 문화단절, 사회적 괴리감을 형성하는 부정적 요인

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 또한 심화되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의 편의와 욕구를 담보하지 않은 채 기능을 중심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산업공간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마치 건물과 공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거주공간과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다.

지금까지 도시가 공간의 배열에 역점을 두고 조성되어 온 것에 대한 자성적 시각

에서 도시를 사람이 사는 거주의 공간, 복지의 공간의 관점에서 조성해야 한다는 인

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건강도시, 생태도시, 가족친화도시, 여성친화도

시가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기능적 관점에서 인간중

심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이 도시 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시

를 보는 시각의 변화와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일상생활과 조직생활, 여가생

활, 가족생활, 친교생활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도시는 다양한 집합체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도시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미

에서 여성친화도시는 도시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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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관심과 양성평등 개념의 도입은 1994년 OECD

의『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

1998년 세계지방자치단체협의회(IULA) 등을 통해 발전되어 세계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건강과 환경뿐 아니라 정주자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국여성

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어 2004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 2006년 김포 신도시의 성별영

향평가를 통해 도시공간과 여성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

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프로젝트)』를 기조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

한 이후 익산시가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면

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나타났다.

 2) 개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현재까지 개념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정되어 오고 있으나,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

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3)” 것이다(여성가족부, 2009).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 여성정책

이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

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도시와 공간을 남성과 여

성의 비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3) 여성친화도시에서 도시는 지역적 공간적 개념일 뿐이며, 농산어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초자치단체

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

험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에서 더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김상문, 2006: 

3)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에서 실시된 조사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전거

나 도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접근

의 제약 때문에 동일 도시공간에서 이용행태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즉 서비스 접

근성이 떨어지면 여성은 서비스 이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성에 따라 처한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를 경우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이 도

시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비롯하여 편리한 시설과 접근성, 깨끗한 자연속의 삶,

이웃공동체,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쾌적성과 환경성 등을 포함하는 어메니

티(amenity: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를 강조하는 도시 만들기도 추진하여 왔다. 최근

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녹색도시, 희망마을 프로젝트, 생태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전략들은 산업화로 인한 고단한 도시를 회복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전환시

켜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조성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 보존하는 생태적인 관점과 도시 내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시전략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마

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

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그간의 도시조성 전략은 사람 즉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장애와 비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원하는 도시, 살

고 싶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의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정주성 확보와 도시생활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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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한 관심과 양성평등 개념의 도입은 1994년 OECD

의『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

1998년 세계지방자치단체협의회(IULA) 등을 통해 발전되어 세계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건강과 환경뿐 아니라 정주자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여성친화도시

(Women Friendly City)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국여성

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어 2004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 2006년 김포 신도시의 성별영

향평가를 통해 도시공간과 여성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

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프로젝트)』를 기조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

한 이후 익산시가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면

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나타났다.

 2) 개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현재까지 개념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정되어 오고 있으나,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

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3)” 것이다(여성가족부, 2009).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 여성정책

이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

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도시와 공간을 남성과 여

성의 비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3) 여성친화도시에서 도시는 지역적 공간적 개념일 뿐이며, 농산어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초자치단체

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

험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차이에서 더 심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김상문, 2006: 

3)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에서 실시된 조사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전거

나 도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접근

의 제약 때문에 동일 도시공간에서 이용행태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즉 서비스 접

근성이 떨어지면 여성은 서비스 이용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성에 따라 처한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다를 경우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이 도

시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비롯하여 편리한 시설과 접근성, 깨끗한 자연속의 삶,

이웃공동체,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쾌적성과 환경성 등을 포함하는 어메니

티(amenity: 매력적인 도시 만들기)를 강조하는 도시 만들기도 추진하여 왔다. 최근

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녹색도시, 희망마을 프로젝트, 생태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전략들은 산업화로 인한 고단한 도시를 회복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전환시

켜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조성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 보존하는 생태적인 관점과 도시 내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도시전략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마

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

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그간의 도시조성 전략은 사람 즉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장애와 비장애인,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원하는 도시, 살

고 싶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

의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정주성 확보와 도시생활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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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뿐 아니라 계획자로서도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성을 고려한 

도시를 모색하려는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1996년 이스탐불에서 개최된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어젠다’에서는 도시와 사회속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성

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998년에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IULA)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여성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이미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1997년 암스테르담 협약이후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노

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2004년 연방건설법전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성 

인지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및 설계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표 1> 은 국제기구 등에서 여성과 도시공간의 연

계성을 인식하여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을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대개 지역 단위의 성평등 계획을 

만들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김양희 외, 2010: 22). 

〈표 1〉도시공간의 성인지적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내용

국제기구 영역 세부내용*

UN-Ha
bitat

Agenda

지방수준에서 여성발전

을 위한 법과 제도적 

메카니즘

성평등 정책과 액션플랜 존재 여부, 성 주류화 담당기구 존재, 성인지 

교육 실시어부 성별분리통계, 정책에 동등한 참여, 여성센터나 시설 지

원여부 등 

정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지방정부 공무원 중 여성비율, 여성할당제(%), 여성시장이나 국장, 여

성위원 비율, 여성정치가 양성을 위한 교육, 도시정책자문위원회 중 위

원의 비율(%) 등

재산권과 고용안전 동등한 상속권 및 재산소유권의 법제화, 빈곤에 대한 성별 통계 등 

교육과 건강
도시의 성별 인구 분포의 5년간 변화, 여성에 대한 건강교육 증진 프로

그램 여부 등

여성의 안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희롱, 도시 내 경찰서에 여성을 위한 데스크가 

있는지 등

경제활동 모성휴가, 아버지휴가, 임금격차, 가족돌봄 등 서비스 등

여성과 매체
도시의 지역 방송기관에 성인지적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소녀 소녀들의 취학을 증진시키는 정책, 동등한 상속권 등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용주체로써의 여성이 생활공간이자 근무공간인 도시 내에

서 편의와 안전을 주장하고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공간적, 사회적 

차원의 지역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추진체

계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겸비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

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이 없는 기회적 균등을 달성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여성과 공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1) 외국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연구

외국에서의 여성과 공간에 대한 연구4)는 도시공간에서의 생활환경이 미치는 영향,

안전에 관한 논의, 도시 공간 조성에서 여성들의 참여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요구

하였다. 1981년 캐나다에서는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을 통해 버스정류장과 

집 사이의 안전교통 제공, 대중교통의 여성친화적 개선, 독신여성과 모자가정을 위

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는 공공공간에서 여서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

책으로 발전된 후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주요한 요인

으로 등장하였다(Huber, 2007). 1992년에는 리우 환경선언 뒤 지속가능한 개발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소외된 계층의 거주권 확보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도시여성의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여성이 도시의 사용자로

4)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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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뿐 아니라 계획자로서도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성을 고려한 

도시를 모색하려는 프로젝트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1996년 이스탐불에서 개최된 ‘제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어젠다’에서는 도시와 사회속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성

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998년에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회(IULA)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여성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이미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1997년 암스테르담 협약이후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노

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은 2004년 연방건설법전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에서 성 

인지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및 설계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표 1> 은 국제기구 등에서 여성과 도시공간의 연

계성을 인식하여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을 여성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대개 지역 단위의 성평등 계획을 

만들고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김양희 외, 2010: 22). 

〈표 1〉도시공간의 성인지적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내용

국제기구 영역 세부내용*

UN-Ha
bitat

Agenda

지방수준에서 여성발전

을 위한 법과 제도적 

메카니즘

성평등 정책과 액션플랜 존재 여부, 성 주류화 담당기구 존재, 성인지 

교육 실시어부 성별분리통계, 정책에 동등한 참여, 여성센터나 시설 지

원여부 등 

정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지방정부 공무원 중 여성비율, 여성할당제(%), 여성시장이나 국장, 여

성위원 비율, 여성정치가 양성을 위한 교육, 도시정책자문위원회 중 위

원의 비율(%) 등

재산권과 고용안전 동등한 상속권 및 재산소유권의 법제화, 빈곤에 대한 성별 통계 등 

교육과 건강
도시의 성별 인구 분포의 5년간 변화, 여성에 대한 건강교육 증진 프로

그램 여부 등

여성의 안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희롱, 도시 내 경찰서에 여성을 위한 데스크가 

있는지 등

경제활동 모성휴가, 아버지휴가, 임금격차, 가족돌봄 등 서비스 등

여성과 매체
도시의 지역 방송기관에 성인지적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등

소녀 소녀들의 취학을 증진시키는 정책, 동등한 상속권 등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용주체로써의 여성이 생활공간이자 근무공간인 도시 내에

서 편의와 안전을 주장하고 확보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공간적, 사회적 

차원의 지역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추진체

계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함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겸비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

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이 없는 기회적 균등을 달성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여성과 공간의 관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1) 외국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연구

외국에서의 여성과 공간에 대한 연구4)는 도시공간에서의 생활환경이 미치는 영향,

안전에 관한 논의, 도시 공간 조성에서 여성들의 참여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요구

하였다. 1981년 캐나다에서는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을 통해 버스정류장과 

집 사이의 안전교통 제공, 대중교통의 여성친화적 개선, 독신여성과 모자가정을 위

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는 공공공간에서 여서들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

책으로 발전된 후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주요한 요인

으로 등장하였다(Huber, 2007). 1992년에는 리우 환경선언 뒤 지속가능한 개발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소외된 계층의 거주권 확보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도시여성의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여성이 도시의 사용자로

4)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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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독일의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과제와 전략

계획과제 계획배경 계획방향 계획전략

복합용도

개발

-여성의 일과 

주기다양성

-근거리 접근 체계 

필요

-최대한 소규모의 

용도 복합실현

-주거전용지역 및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지양

-여성친화적 기능중심 배치

-다양한 주거형태 설비 

사회적 이동성 

확보

-여성의 자가용 

소유비중 미비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보행/대중교통을 

이용한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체계 구축

-공공시설접근체계 완비

-주거지, 정류장 반경 1KM이내 보육시설 설치

-주거지에서 자전거 이용거리 권역내 학교 설치

-놀이터 위치 선정(안전한 접근,
보행자전용도로 인접성)

녹지 및 

여가공간

창출

-일시적 순간적 이용 

공간

-자녀양육과 

의사소통공간이용

-여성의 삶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 및 

시설 설비

-이용중립적인 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우선설치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설비 시 다양한 연령 

및 계층고려 

-주거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안전성

확보

건물

용도
-근린지구 활성화

-장시간 거주 및 

사회통합기능 

설비

-층별 다양한 용도 허용

-1층에 활기 띤 용도 설치

건물

배치

-여가공간의 

이용가능성 확장

-건축물 배치가 

안전성 결정의 

핵심요소

-활기찬 이용을 

보장한 

건물위치와 방향 

설치

-지상건물 위주 설비

-공공교통공간과 평행배치

-1층의 위험인식 공간제거

-도로 끝에 활기찬 용도 배치

교통

공간

-교통공간은 

위험공간으로 인식

-도로 공간 

이용가능성 증대

-주차장 분산 및 개방형 주차설비 도입

-지하주차장 최대 지하1층

-혼합이용이 가능한 설비

안전성

확보

녹지

공간

-이용계층과 시간한정 

(단체, 또는 낮 시간)
-여성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

-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원시설 접근체계 설비

-야간 이동경로 제공 및 직접 연결망 설치

-빈번한 이용 시설 설치

정주성

확보

건축

밀도

-어린이와 어머니는 

종일 근린공간에 거주

-고층건물은 익명성 

사회적 분리 강요

-사회적 관계형성 

촉진

-6층 이하 주거용 건물 설계

-계단, 복도 기능 확대(소통 공간, 화분 설치 등)
-고층건물 규정(사무실, 단독 거주자 등)

주거

환경

-다양한 요구사항의 

충족 공간 부족

-어린이 놀이공간이 

주거환경 결정요소

-주거지역 주변 

공간의 여가기능 

확층

-건물창문표시(공공, 민간)
-주택지 틈새 공간 활용

-녹지 공간 적극적 확충(조망 공간, 건물주변)

교통

환경

-교통공간으로 인한 

주거지 분리

-도로공간의 기능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보도폭 최소 2m-4m 확보

-쇼핑시설과 인프라 확장

-주거혼합지역 내 차폭 감소

출처 : 김학실(2010)에서 재정리. 양광식(2009),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과제, p. 33

〈표 1〉도시공간의 성인지적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내용 (계속)

국제기구 영역 세부내용*

UN인구

기금

(UNFP
A)

지방의사 결정기구에

참여
지방의회 및 도시 위원회 참여 보장, 양성평등 증진부서 설치 등

도시서비스

(Urban Services)
성별분리통계, 공공정보 제동, 돌봄서비스 제공, 이동 증진 , 성인지적 

지방예산 등

폭력과 여성 여성쉼터 설립, 긴급전화 개설, 경찰서에 여성전담 부서 설치

경제적 역량과 전문직 취업교육 기회증진, 마이크로 크레딧 등

교육과 건강서비스 소녀의 의무교육, 소녀를 위한 교육과 주거기회 증진 등

이주여성과 빈곤 난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연대 펀드, 연구조사 등

도시여성

을 위한 

유럽 

선언

능동성 도시일상에서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없음

민주주의 도시계획전 반공간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의사결정 참여권을보장

기회의 평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참여보장 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를 모색

정치적 영향력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도시일상을 정치적 의제로 상정

성별차이에 대한 고려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

지속가능성
지구환경의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해 생산 및 재생산의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이동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월한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의 사회경제 문

화활동을 향유

주거권 도시에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주거환경 배려

미디어 접근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발전

실천성 교육현장에서 학습된 도시계획의 이념이 실제로 적용

네트워킹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전

* 세부영역은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출처 : 김양희(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PP. 17-22. 정리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이나 교통 등 정주 인프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역에서 여성의 참여, 젠더거버넌스, 평등,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적 도시 공

간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생태도시나 건강도시 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공간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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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독일의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과제와 전략

계획과제 계획배경 계획방향 계획전략

복합용도

개발

-여성의 일과 

주기다양성

-근거리 접근 체계 

필요

-최대한 소규모의 

용도 복합실현

-주거전용지역 및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지양

-여성친화적 기능중심 배치

-다양한 주거형태 설비 

사회적 이동성 

확보

-여성의 자가용 

소유비중 미비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보행/대중교통을 

이용한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체계 구축

-공공시설접근체계 완비

-주거지, 정류장 반경 1KM이내 보육시설 설치

-주거지에서 자전거 이용거리 권역내 학교 설치

-놀이터 위치 선정(안전한 접근,
보행자전용도로 인접성)

녹지 및 

여가공간

창출

-일시적 순간적 이용 

공간

-자녀양육과 

의사소통공간이용

-여성의 삶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 및 

시설 설비

-이용중립적인 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우선설치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설비 시 다양한 연령 

및 계층고려 

-주거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안전성

확보

건물

용도
-근린지구 활성화

-장시간 거주 및 

사회통합기능 

설비

-층별 다양한 용도 허용

-1층에 활기 띤 용도 설치

건물

배치

-여가공간의 

이용가능성 확장

-건축물 배치가 

안전성 결정의 

핵심요소

-활기찬 이용을 

보장한 

건물위치와 방향 

설치

-지상건물 위주 설비

-공공교통공간과 평행배치

-1층의 위험인식 공간제거

-도로 끝에 활기찬 용도 배치

교통

공간

-교통공간은 

위험공간으로 인식

-도로 공간 

이용가능성 증대

-주차장 분산 및 개방형 주차설비 도입

-지하주차장 최대 지하1층

-혼합이용이 가능한 설비

안전성

확보

녹지

공간

-이용계층과 시간한정 

(단체, 또는 낮 시간)
-여성의 이동성을 

최대한 보장

-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원시설 접근체계 설비

-야간 이동경로 제공 및 직접 연결망 설치

-빈번한 이용 시설 설치

정주성

확보

건축

밀도

-어린이와 어머니는 

종일 근린공간에 거주

-고층건물은 익명성 

사회적 분리 강요

-사회적 관계형성 

촉진

-6층 이하 주거용 건물 설계

-계단, 복도 기능 확대(소통 공간, 화분 설치 등)
-고층건물 규정(사무실, 단독 거주자 등)

주거

환경

-다양한 요구사항의 

충족 공간 부족

-어린이 놀이공간이 

주거환경 결정요소

-주거지역 주변 

공간의 여가기능 

확층

-건물창문표시(공공, 민간)
-주택지 틈새 공간 활용

-녹지 공간 적극적 확충(조망 공간, 건물주변)

교통

환경

-교통공간으로 인한 

주거지 분리

-도로공간의 기능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보도폭 최소 2m-4m 확보

-쇼핑시설과 인프라 확장

-주거혼합지역 내 차폭 감소

출처 : 김학실(2010)에서 재정리. 양광식(2009),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정책과제, p. 33

〈표 1〉도시공간의 성인지적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내용 (계속)

국제기구 영역 세부내용*

UN인구

기금

(UNFP
A)

지방의사 결정기구에

참여
지방의회 및 도시 위원회 참여 보장, 양성평등 증진부서 설치 등

도시서비스

(Urban Services)
성별분리통계, 공공정보 제동, 돌봄서비스 제공, 이동 증진 , 성인지적 

지방예산 등

폭력과 여성 여성쉼터 설립, 긴급전화 개설, 경찰서에 여성전담 부서 설치

경제적 역량과 전문직 취업교육 기회증진, 마이크로 크레딧 등

교육과 건강서비스 소녀의 의무교육, 소녀를 위한 교육과 주거기회 증진 등

이주여성과 빈곤 난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연대 펀드, 연구조사 등

도시여성

을 위한 

유럽 

선언

능동성 도시일상에서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없음

민주주의 도시계획전 반공간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 의사결정 참여권을보장

기회의 평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참여보장 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를 모색

정치적 영향력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도시일상을 정치적 의제로 상정

성별차이에 대한 고려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

지속가능성
지구환경의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해 생산 및 재생산의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이동

대중교통을 이용한 수월한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의 사회경제 문

화활동을 향유

주거권 도시에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주거환경 배려

미디어 접근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발전

실천성 교육현장에서 학습된 도시계획의 이념이 실제로 적용

네트워킹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전

* 세부영역은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출처 : 김양희(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PP. 17-22. 정리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이나 교통 등 정주 인프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역에서 여성의 참여, 젠더거버넌스, 평등, 교육과 건강,

안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적 도시 공

간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의 생태도시나 건강도시 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공간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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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도시환경에 대한 불

만을 제거하고 안전과 편의, 쾌적한 환경, 건강 등 일상적 삶의 질을 확대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양광식(2009: 3)은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매력을 

느끼고 동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과정으로 본다. 즉 도시

개발 및 계획을 위한 목표설정, 자료분석, 전략개발 등의 모든 단계별 의사결정과정

에 여성과 남성의 요구 및 관심사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 성년, 남성, 여성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BBR, 2006).

<표 3>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들로 지표

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친화성을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의 

개념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여성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공

동체성 회복 등을 포함한 연구들도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것이

라는 협소한 의식이나 주거공간을 여성이 필요한 시설로 배치하는 정도의 개념은 아

니다. 도시 전체를 젠더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

로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도시의 여성친화성과 관련한 연구 및 지표

연구자 구분 항목

이상문

·
전영옥

(2006)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여성을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승강장·교통환승장에 밝은 조명 설치,
계단과 램프의 설치, 높낮이 업는 도로환경조성, 보행과 차도의 분리,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정온화계획, 단거리 교통시스템 도입,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보행안전 확보,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구축, 야간지하도 통행 시 
위험 해소,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포장, 여성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확립

공원/
녹지

범죄의 우려가 없는 밝은 분위기의 공원 연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공원 내 여성배려 체육공간 조성, 공원 내 여성친화센터 조성, 공원 내 
여성배려공간 마련, 도시 내 사각지대의 공원화,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산업
도시자족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여성고용기업유치프로그램

공공

이용

시설

교육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감성환경을 중시한 열린학교 조성,
통학거리 및 여성 생활 동선을 고려한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배치

문화
여성 중심의 문화센터 설치, 여성특화 사업가로 조성, 여성친화 문화의 거리 
조성, 여성 중심의 체육시설 설치, 여성 커뮤니티 시설설치, 지감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박물관 조성

 2)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연구5)

한국에서의 여성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여성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2003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주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2007년에는 서울시는 여성정책과 병행하여 여성을 위한 도시공공인프라 조성 

및 개선방안 도출과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도시)’를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은 여성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

괄적 안전증진은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과 이웃으로부터 보다 넓게는 살

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김선희(2004)6)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 비전과 과제』에서 21세기에 새

로운 도시 수요자, 생산자, 참여자로 부각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한 

도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명명하면서 이를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

로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는 남성에게도 선호되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 또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감성의 도시』로써 지난 20세기가 경제성과 기능성, 효

율성을 중시하는 좌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과 다양한 가치, 형평성과 통

합성을 중시하는 우뇌의 시대로서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도시가 새로운 도시브

랜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도시의 현주소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여

성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달성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김양희

(2009)는 여성친화도시란 ‘보살핌을 나누는 도시, 여성이 성장하는 도시, 건강하고 

5) 이 부분의 연구는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조성방안 연구를 인용한 것임

6) 김선희는 도시비전으로 ①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② 따뜻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③ 건강하고 깨끗

한 도시 ④ 평생교육 문화적인 도시를, 전략과제로는 ① 시가지내 공원, 녹지 확보 ② 보행자 공간체계 

조성 ③ 육아보육시설의 확충 ④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도시 시설의 개선 ⑤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 

좋은 도시 ⑥도시 정보화 체계 구축 ⑦ 도시재해의 관리 ⑧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 ⑨ 하수 및 폐기

물 처리시설의 정비 ⑩ 대기질 개선, 정온한 환경 조성 ⑪ 생활형 문화 공간 조성 ⑫ 자치센터의 활성화

와 평생교육 ⑬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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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도시환경에 대한 불

만을 제거하고 안전과 편의, 쾌적한 환경, 건강 등 일상적 삶의 질을 확대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양광식(2009: 3)은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매력을 

느끼고 동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도록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과정으로 본다. 즉 도시

개발 및 계획을 위한 목표설정, 자료분석, 전략개발 등의 모든 단계별 의사결정과정

에 여성과 남성의 요구 및 관심사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 성년, 남성, 여성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BBR, 2006).

<표 3>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들로 지표

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친화성을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의 

개념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고,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여성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공

동체성 회복 등을 포함한 연구들도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것이

라는 협소한 의식이나 주거공간을 여성이 필요한 시설로 배치하는 정도의 개념은 아

니다. 도시 전체를 젠더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

로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도시의 여성친화성과 관련한 연구 및 지표

연구자 구분 항목

이상문

·
전영옥

(2006)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여성을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승강장·교통환승장에 밝은 조명 설치,
계단과 램프의 설치, 높낮이 업는 도로환경조성, 보행과 차도의 분리,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정온화계획, 단거리 교통시스템 도입, barrier free 
개념에 입각한 보행안전 확보,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구축, 야간지하도 통행 시 
위험 해소, 여성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포장, 여성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확립

공원/
녹지

범죄의 우려가 없는 밝은 분위기의 공원 연출,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조성, 공원 내 여성배려 체육공간 조성, 공원 내 여성친화센터 조성, 공원 내 
여성배려공간 마련, 도시 내 사각지대의 공원화, 꽃길 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산업
도시자족시설 내 탁아시설 설치,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여성고용기업유치프로그램

공공

이용

시설

교육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감성환경을 중시한 열린학교 조성,
통학거리 및 여성 생활 동선을 고려한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배치

문화
여성 중심의 문화센터 설치, 여성특화 사업가로 조성, 여성친화 문화의 거리 
조성, 여성 중심의 체육시설 설치, 여성 커뮤니티 시설설치, 지감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박물관 조성

 2)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친화도시 연구5)

한국에서의 여성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여성건설인협회를 중심으로 

2003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주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

다. 2007년에는 서울시는 여성정책과 병행하여 여성을 위한 도시공공인프라 조성 

및 개선방안 도출과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도시)’를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은 여성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생활환경 속에서의 여성의 포

괄적 안전증진은 좁게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공간과 이웃으로부터 보다 넓게는 살

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김선희(2004)6)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 비전과 과제』에서 21세기에 새

로운 도시 수요자, 생산자, 참여자로 부각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과 희망을 반영한 

도시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명명하면서 이를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여성이 선택하는 도시,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

로 여성에게 선택받은 도시는 남성에게도 선호되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 또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감성의 도시』로써 지난 20세기가 경제성과 기능성, 효

율성을 중시하는 좌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과 다양한 가치, 형평성과 통

합성을 중시하는 우뇌의 시대로서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도시가 새로운 도시브

랜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도시의 현주소와 주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여

성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달성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김양희

(2009)는 여성친화도시란 ‘보살핌을 나누는 도시, 여성이 성장하는 도시, 건강하고 

5) 이 부분의 연구는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조성방안 연구를 인용한 것임

6) 김선희는 도시비전으로 ①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② 따뜻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③ 건강하고 깨끗

한 도시 ④ 평생교육 문화적인 도시를, 전략과제로는 ① 시가지내 공원, 녹지 확보 ② 보행자 공간체계 

조성 ③ 육아보육시설의 확충 ④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도시 시설의 개선 ⑤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 

좋은 도시 ⑥도시 정보화 체계 구축 ⑦ 도시재해의 관리 ⑧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 ⑨ 하수 및 폐기

물 처리시설의 정비 ⑩ 대기질 개선, 정온한 환경 조성 ⑪ 생활형 문화 공간 조성 ⑫ 자치센터의 활성화

와 평생교육 ⑬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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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방향성은 단순히 공간조성에 있지 않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공간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동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생활에서의 삶의 

질은 현실적 삶의 조건과 연관 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도시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

는 경제, 안전, 편리, 쾌적, 문화 영역에서의 여성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 현상을 반영하며 여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도시 내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이며, 여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 개인

의 기본적 인권보호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다. 결국 여성친화도

시에서 추구하는 도시권은 다양성과 형평성,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여성친화도시 5대 기초과제 및 심화과제

구분 영역 주요내용 성과점검

기초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사업 방향 및 목표가 연계되어야 함

-사업 내용에는 성 주류화 계획, 일, 돌봄의 사회화, 건강증진,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내용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여성 통합 조직

-참여 범위: 여성의원, 전문가(위원회 위원), 안전도시 

모니터링단, 여성관련기관 센터장, 여성공무원, 여성단체장 등

참여자수,회의 개최,
과제발굴 현황 

정책결정과정

에 여성참여 

확대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당연직 

제외)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이행

-핵심부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배치

여성 위원비율

*중복참여지양

5급 이상 직급별 여성 

공무원 비율, 기획예산 

등 핵심부서 6급이상 

여성배치현황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정착

-기초자치단체는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의 성별분리통계 작성

-여성통계집 발간(경제활동, 가족생활, 건강/복지, 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통계 수록)
-모든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1개 과제 이상 실시

-자치단체 예산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분석

여성정책부서설치현황,
분리통계작성현황,

성별영향평가참여부서 

및 과제

성인지예산분석사례

〈표 3〉도시의 여성친화성과 관련한 연구 및 지표 (계속)

연구자 구분 항목

이상문

·
전영옥

(2006)

공공

이용

시설

사회복지
육아보육시설 배치, 공공시설 내 여성을 고려한 휴게소 설치, 여성용 화장실 
규모 확대, 여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방범취약지역의 cctv 설치

공공청사
편리한 공공총사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여성, 노약자,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여성 화장 기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건물 내 바닥 마감

주거

단지

단지조성

주거지 인근 유흥 시설 입지제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 단지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며 재미있는 건축물 및 건축입면계획,
도시경관을 고려한 조명 및 간판 디자인 계획, 구조물, 건축물 통합이미지 
디자인, 여성의 편의를 고려한 단지의 동선계획 및 단지배치

주택내부 맞춤형 주방시스템, 자동청소 집진 시스템 도입,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기술 도입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탁아 프로그램, 여성·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 녹색가게 등 
다양한 여성활동 프로그램, 도농 연계 프로그램

박통희

·
이선우

·
김애령

(2001)

능력

개발

직장
취업상태유무, 직종, 고용형태, 주 근무시간, 월수입, 재직기간, 직업유지의향,
취업유지저해요인, 취업만족도, 미취업이유, 미취업만족도

교육능력
개발

본인노력, 희망전문기술 교육, 컴퓨터 사용유무

공동

체

문화

교통통근 주교통수단, 출퇴근 교통만족도, 자녀통학교통만족도

여가생활 여가활용실태, 과외활동형태, 주 활동단체,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친한친구의 유무, 친한친구거주지, 교류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과외활동, 희망자원봉사, 시주관행사참여정도, 참여하고픈 시주관행사

복지시설
이용

이용경험유무, 프로그램참여동기, 복지관선택이유, 문화센터이용횟수,
복지관 미이용이유, 희망신설사업

자녀교육
자녀보육방법, 시설이용어려움, 사교육비, 촌지, 학교폭력, 교육여건, 가출,
지역학력저조문제, 용인시교육여건 만족도

가구재정 재정어려움, 현재정상황
주거환경
및 안전

안전도, 주거형태, 거주지역, 거주동기, 주거환경불만, 이주희망지역, 소득

개인적
특성

학력격차, 사회적 지위, 소득차이, 취미생활, 텃세, 주인의식, 자녀간 갈등,
우월의식, 학력격차

환경적
특성

거주지역분리, 주도권다툼

이미원

*(2009

여성

친화

공간

돌봄 및

기반시설

다양한 대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고려한 돌봄 및 기반시설의 배치,
돌봄 및 기반시설의 접근성 고려, 공공시설의 주민이용 편의성 제고, 돌봄 및 
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

휴식공간 마을단위 휴식공간의 조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휴식공간의 조성

안전성 공적인 공간에서의 시야 확보 보장,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교통
거주민을 위한 골목길 계획, 보도 및 자전거 교통 우선원칙 준수, 도로와 주택의 
명백한 구분, 시설과 도로의 원활한 연계 및 공공장소에의 용이한 접근성

주거지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임대주택과 소유주택의 혼합구성 및 
건설기준의 동일성 유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의 확보,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동 사용 공간확보

주: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방향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추진단계, 여성친화공간, 공간계획범주, 중

심생활권규모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공간계획범주는 이상문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공간에 

대한 조성 기준만을 살펴보았음.
출처 :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조성방안.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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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방향성은 단순히 공간조성에 있지 않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공간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동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시생활에서의 삶의 

질은 현실적 삶의 조건과 연관 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도시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

는 경제, 안전, 편리, 쾌적, 문화 영역에서의 여성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 현상을 반영하며 여성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도시 내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이며, 여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 개인

의 기본적 인권보호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다. 결국 여성친화도

시에서 추구하는 도시권은 다양성과 형평성,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여성친화도시 5대 기초과제 및 심화과제

구분 영역 주요내용 성과점검

기초

과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수립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사업 방향 및 목표가 연계되어야 함

-사업 내용에는 성 주류화 계획, 일, 돌봄의 사회화, 건강증진,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내용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여성 통합 조직

-참여 범위: 여성의원, 전문가(위원회 위원), 안전도시 

모니터링단, 여성관련기관 센터장, 여성공무원, 여성단체장 등

참여자수,회의 개최,
과제발굴 현황 

정책결정과정

에 여성참여 

확대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40% 이상(당연직 

제외)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이행

-핵심부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배치

여성 위원비율

*중복참여지양

5급 이상 직급별 여성 

공무원 비율, 기획예산 

등 핵심부서 6급이상 

여성배치현황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정착

-기초자치단체는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자치단체 발간 통계자료의 성별분리통계 작성

-여성통계집 발간(경제활동, 가족생활, 건강/복지, 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통계 수록)
-모든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1개 과제 이상 실시

-자치단체 예산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분석

여성정책부서설치현황,
분리통계작성현황,

성별영향평가참여부서 

및 과제

성인지예산분석사례

〈표 3〉도시의 여성친화성과 관련한 연구 및 지표 (계속)

연구자 구분 항목

이상문

·
전영옥

(2006)

공공

이용

시설

사회복지
육아보육시설 배치, 공공시설 내 여성을 고려한 휴게소 설치, 여성용 화장실 
규모 확대, 여성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방범취약지역의 cctv 설치

공공청사
편리한 공공총사 이용을 위한 접근성 확보, 여성, 노약자, 어린이 편의시설 구비,
여성 화장 기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건물 내 바닥 마감

주거

단지

단지조성

주거지 인근 유흥 시설 입지제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스템, 단지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며 재미있는 건축물 및 건축입면계획,
도시경관을 고려한 조명 및 간판 디자인 계획, 구조물, 건축물 통합이미지 
디자인, 여성의 편의를 고려한 단지의 동선계획 및 단지배치

주택내부 맞춤형 주방시스템, 자동청소 집진 시스템 도입,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기술 도입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탁아 프로그램, 여성·어린이·노약자 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 녹색가게 등 
다양한 여성활동 프로그램, 도농 연계 프로그램

박통희

·
이선우

·
김애령

(2001)

능력

개발

직장
취업상태유무, 직종, 고용형태, 주 근무시간, 월수입, 재직기간, 직업유지의향,
취업유지저해요인, 취업만족도, 미취업이유, 미취업만족도

교육능력
개발

본인노력, 희망전문기술 교육, 컴퓨터 사용유무

공동

체

문화

교통통근 주교통수단, 출퇴근 교통만족도, 자녀통학교통만족도

여가생활 여가활용실태, 과외활동형태, 주 활동단체, 여가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친한친구의 유무, 친한친구거주지, 교류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과외활동, 희망자원봉사, 시주관행사참여정도, 참여하고픈 시주관행사

복지시설
이용

이용경험유무, 프로그램참여동기, 복지관선택이유, 문화센터이용횟수,
복지관 미이용이유, 희망신설사업

자녀교육
자녀보육방법, 시설이용어려움, 사교육비, 촌지, 학교폭력, 교육여건, 가출,
지역학력저조문제, 용인시교육여건 만족도

가구재정 재정어려움, 현재정상황
주거환경
및 안전

안전도, 주거형태, 거주지역, 거주동기, 주거환경불만, 이주희망지역, 소득

개인적
특성

학력격차, 사회적 지위, 소득차이, 취미생활, 텃세, 주인의식, 자녀간 갈등,
우월의식, 학력격차

환경적
특성

거주지역분리, 주도권다툼

이미원

*(2009

여성

친화

공간

돌봄 및

기반시설

다양한 대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을 고려한 돌봄 및 기반시설의 배치,
돌봄 및 기반시설의 접근성 고려, 공공시설의 주민이용 편의성 제고, 돌봄 및 
기반시설의 안전성 강화

휴식공간 마을단위 휴식공간의 조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휴식공간의 조성

안전성 공적인 공간에서의 시야 확보 보장,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교통
거주민을 위한 골목길 계획, 보도 및 자전거 교통 우선원칙 준수, 도로와 주택의 
명백한 구분, 시설과 도로의 원활한 연계 및 공공장소에의 용이한 접근성

주거지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환경 조성, 임대주택과 소유주택의 혼합구성 및 
건설기준의 동일성 유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거주공간의 확보,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동 사용 공간확보

주: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방향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추진단계, 여성친화공간, 공간계획범주, 중

심생활권규모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공간계획범주는 이상문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공간에 

대한 조성 기준만을 살펴보았음.
출처 : 김학실(2010).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조성방안.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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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공간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

여, 안전, 건강, 경제활동증진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도시조성이 하드웨어 구성과 공간배치, 토지활용 등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것들

을 편재하는 방식이었다면, 여성친화도시는 사람중심의 공간구성, 역할중심의 건물배

치, 편의성 중심의 시설설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의 턱을 없애는 일,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밤길안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

한 보육시설의 다양화, 유연근무제의 확산 등 모두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심과 

결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한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의 개방화와 더불어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적인 팽창이 아

니라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니라 참가율을 높이면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

기인 사회적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분위기의 

양성평등성,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양립가능한 직장분위기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분석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

체”를 추구한다. 4가지 가치를 기본방향으로 도시전반에 구현함으로써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

〈표 4〉여성친화도시 5대 기초과제 및 심화과제 (계속)

구분 영역 주요내용 성과점검

기초

과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 시 시·군·구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관리직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함

-성인지 교육은 1일 7시간 이상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공무원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전체교육대비성인지

교육시간비율

성인지교육이수자비율

심화

과제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및 여성폭력관련시설 등)간 

공조체계  

-모니터링단은 마을의 안전한 환경(물리적, 사회적 환경)지킴이로,
공공시설(학교, 보육시설 포함), 주택단지, 정류장 주변 등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및 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활동 수행

-모니터링단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 및 성폭력

유발지역을 우선 활동지역으로 선정함. CPTED 매뉴얼에 의한 

교육 훈련 제공해야 함

-안전도시 모니터링단에 의한 개선방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환류되어야 함(CCTV 설치 등의 사각지대 개선, 놀이터 개선 

사업, 거리환경정비 사업 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현황, 운영실적,
제안건수, 개선건수,
개선비율,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율 등

여성센터연

계통한여성

능력개발 

효율화

- 지역 내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총괄 조정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각 센터 기관장 및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성인력개발협의체 운영

- 생활문화권 단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내실화

여성센터별 고유의 

성과지표(예:취업률,고
객만족도등),협의체운

영실적 등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직업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지원,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창업인큐베이션 및 컨설팅 제공

- 여성 중심의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도시 농장 조성 등 녹색사업과 여성 일자리 사업 결합

교육생 여성취창업률 

신규취업기관발굴건수,
취창업지속률,

프로그램 질평가 등

가족친화마

을조성

-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있는 그룹 육성 및 공동체 만들기 워크샵 지원

- 성 평등한 직장 문화 및 일·가정양립 관련제도 운영

- 여성친화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 돌봄 인프라 참여

-그린 스쿨, 그린 육아지원 사업 운영

-공동체 조성 사례집 등의 활동 자원과 홍보지원

가족친화마을참여 

가족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보건소 여성건강교육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돌보는 

역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관리, 폭행 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 프로그램

-공공주택단지, 학교, 어린이 집 등에 아토피 프리지역 선정 및 관리

프로그램 수, 참여자수 

만족도등

출처 : 김양희(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PP. 99-101.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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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공간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부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

여, 안전, 건강, 경제활동증진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도시조성이 하드웨어 구성과 공간배치, 토지활용 등을 중심으로 기능적인 것들

을 편재하는 방식이었다면, 여성친화도시는 사람중심의 공간구성, 역할중심의 건물배

치, 편의성 중심의 시설설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블럭의 턱을 없애는 일,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밤길안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

한 보육시설의 다양화, 유연근무제의 확산 등 모두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심과 

결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한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의 개방화와 더불어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적인 팽창이 아

니라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아니라 참가율을 높이면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

기인 사회적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분위기의 

양성평등성,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양립가능한 직장분위기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분석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

체”를 추구한다. 4가지 가치를 기본방향으로 도시전반에 구현함으로써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

〈표 4〉여성친화도시 5대 기초과제 및 심화과제 (계속)

구분 영역 주요내용 성과점검

기초

과제

공무원 

성인지 

교육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 시 시·군·구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관리직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함

-성인지 교육은 1일 7시간 이상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공무원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전체교육대비성인지

교육시간비율

성인지교육이수자비율

심화

과제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의료기관, 아동 및 여성폭력관련시설 등)간 

공조체계  

-모니터링단은 마을의 안전한 환경(물리적, 사회적 환경)지킴이로,
공공시설(학교, 보육시설 포함), 주택단지, 정류장 주변 등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및 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활동 수행

-모니터링단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 및 성폭력

유발지역을 우선 활동지역으로 선정함. CPTED 매뉴얼에 의한 

교육 훈련 제공해야 함

-안전도시 모니터링단에 의한 개선방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환류되어야 함(CCTV 설치 등의 사각지대 개선, 놀이터 개선 

사업, 거리환경정비 사업 등)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현황, 운영실적,
제안건수, 개선건수,
개선비율,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발생율 등

여성센터연

계통한여성

능력개발 

효율화

- 지역 내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총괄 조정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각 센터 기관장 및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성인력개발협의체 운영

- 생활문화권 단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내실화

여성센터별 고유의 

성과지표(예:취업률,고
객만족도등),협의체운

영실적 등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직업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지원,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의 창업인큐베이션 및 컨설팅 제공

- 여성 중심의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도시 농장 조성 등 녹색사업과 여성 일자리 사업 결합

교육생 여성취창업률 

신규취업기관발굴건수,
취창업지속률,

프로그램 질평가 등

가족친화마

을조성

-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있는 그룹 육성 및 공동체 만들기 워크샵 지원

- 성 평등한 직장 문화 및 일·가정양립 관련제도 운영

- 여성친화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발적 돌봄 인프라 참여

-그린 스쿨, 그린 육아지원 사업 운영

-공동체 조성 사례집 등의 활동 자원과 홍보지원

가족친화마을참여 

가족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 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보건소 여성건강교육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 프로그램, 돌보는 

역할에 대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관리, 폭행 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 프로그램

-공공주택단지, 학교, 어린이 집 등에 아토피 프리지역 선정 및 관리

프로그램 수, 참여자수 

만족도등

출처 : 김양희(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PP. 99-101.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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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비전  

구분
지자체

(지정년도)
비전 목표

전라북도

익산시

(2009) 여성친화 감성도시 평등한, 안전한, 건강한,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김제시

(2011)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공감 도시
평등한, 건강한, 행복한, 활기찬 도시

전라남도

여수시

(2009)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평등한, 안전한, 행복한 여수 

장흥시

(2011)

희망이 넘치는 

여성친화도시 

정남진

앞서가는, 편안한, 넉넉한, 머물고 싶은 정남진

서울시
강남구

(2010)

삶의 질을 살피는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강남

돌보는, 일있는, 안전한, 편리한, 건강한, 평등한 강남

경기도

수원시

(2010)
여성의 감수성으로 

살아나는 수원

‘통한다’ 감수성이 느껴지는, ‘잘한다’ 감동을 주는,
‘신난다’ 감흥을 일깨워 주는 수원 

시흥시

(2010)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시흥

평등한, 안전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도시 

안산시

(2011)
여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도시 

성평등기반 구축, 괜찮은 여성일자리 창출, 돌봄의 

사회화와 일·생활 균형, 여성친화적 도시공간구현, 여성참여 

공동체 조성

안양시

(2011)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경쟁력있는 창조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관용과 

배려의 도시, 소프트 시티 

강원도

강릉시

(2010)

행복한 동행 

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솔향 

강릉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건강한 삶 보장, 남녀 

동등한 사회참여, 여성인권 보장 

동해시

(2011)

신나는 여성,
행복한 가족,
빛나는 동해

성평등정책기반 구축, 여성인력활용, 돌봄의 사회화, 여성 

건강과 복지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2010) 여성친화도시 청주
여성이 일있는, 안전한, 여성을 돌보는, 여성이 편리한,

넉넉한 청주

충청남도

당진시

(2010)
여성에게 열린 

친화도시 당진
편안한, 일 있는, 함께하는, 미소짓는 당진

아산시

(2011) 활짝 웃는 아산 평등, 안전, 행복 , 배려 아산

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강화를 목표로 한다. 위와 같

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림 1〕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2009년 처음으로 지정된 익산시를 비롯하여 여성친화도시는 현재(2011년 말 현

재)  30개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중 비전에 대해

서 언급된 28개(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 제외) 지자체의 비전 문구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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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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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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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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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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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희망이 넘치는 

여성친화도시 

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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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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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1)
여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도시 

성평등기반 구축, 괜찮은 여성일자리 창출, 돌봄의 

사회화와 일·생활 균형, 여성친화적 도시공간구현, 여성참여 

공동체 조성

안양시

(2011)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경쟁력있는 창조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관용과 

배려의 도시, 소프트 시티 

강원도

강릉시

(2010)

행복한 동행 

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솔향 

강릉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건강한 삶 보장, 남녀 

동등한 사회참여, 여성인권 보장 

동해시

(2011)

신나는 여성,
행복한 가족,
빛나는 동해

성평등정책기반 구축, 여성인력활용, 돌봄의 사회화, 여성 

건강과 복지증진,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2010) 여성친화도시 청주
여성이 일있는, 안전한, 여성을 돌보는, 여성이 편리한,

넉넉한 청주

충청남도

당진시

(2010)
여성에게 열린 

친화도시 당진
편안한, 일 있는, 함께하는, 미소짓는 당진

아산시

(2011) 활짝 웃는 아산 평등, 안전, 행복 , 배려 아산

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강화를 목표로 한다. 위와 같

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그림 1〕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2009년 처음으로 지정된 익산시를 비롯하여 여성친화도시는 현재(2011년 말 현

재)  30개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 중 비전에 대해

서 언급된 28개(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 제외) 지자체의 비전 문구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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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향점은 행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어울림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지

향하는 것은 지역내에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지자체별 여성친화도시 비전에 사용한 단어빈도  

구분 삶의 질 행복 어울림/공동체(함께) 가족 참여 안전 희망 성평등 합계

빈도 3 19 6 4 2 2 2 2 40

다음은 비전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를 제외한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들을 분석하면 평등한 18개, 안전한 14

개, 건강한 12개, 편안/편리한 8개, 쾌적한(친환경) 6개, 돌보는 6개, 행복한 5개, 일

있는 5개, 공동체 조성 4개, 일‧가정 양립(균형) 3개 등으로 나타났다.

〈표 7〉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목표

구분 평등 안전 건강
편안/

편리

친환경

(쾌적한)
돌보는 행복한 일있는

공동체 

조성

일가정

양립
합계

빈도 18 14 12 8 6 6 5 5 4 3 81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등하고, 안전하고, 건강

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돌봄이 있고, 일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 제

외)에서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주요 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자

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개발과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몇몇의 의견이

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표 5〉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비전 (계속)

구분
지자체

(지정년도)
비전 목표

대구시

중구

(2010)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평성 있는, 행복한 복지, 안전한 미래, 친환경 녹색,
다시 찾는 희망 중구 

달서구

(2010)
무지개빛 행복 달서,

여행 프로젝트

평등한, 안전한, 풍요롭고 건강한, 멋지고 신나는 

도시

인천시

동구

(2011)
여성친화 가족친화 

동구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확립,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강화  

부평구

(2011)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평등한, 평온한, 평안한 도시

광주시

동구

(2011)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희망 

동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확립,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서비스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강화

서구

(2011)
여성이 행복하고 

구민이 살기좋은 서구
평등한, 안전한, 행복한, 건강한 서구

남구

(2011)
행복2배 !!! 

여성친화도시 남구
평등한, 평안한, 돌보는, 건강한 도시

북구

(2011)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평등한, 안전한, 건강한, 넉넉한 북구

광진구

(2011)

사람사는 세상,
더좋은 광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산

성 평등 참여, 경제복지, 안전편리, 교육문화,
자연친화 생태 도시

경상북도
영주

(2011)
디자인하는 고품격 

여성행복도시

영주여성의 경쟁력 지수 UP!, 영주 시민의 행복지수 

UP!, 영주시의 매력지수 UP!

경상남도

양산시

(2011)
활기차고 품격있는 

평등 도시 양산

배려와 연대의 가치 :지역 경제의 여성 통합,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지역간 균형발전,
시민참여공동체 조성

김해시

(201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 

구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
평등한, 편안한, 돌보는, 건강한 김해

창원

(2011)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어울림의 도시

보살핌이 있는, 여성이 성장하는, 안전한, 건강과 

문화가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창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실현 
도시가치 창조, 도시공간 구축, 제도기반 구축

출처 : 충청남도여성정책연구원(20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및 조성기준 수립방안, 청주시

위의 비전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의 여성친화도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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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향점은 행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어울림인데 여성친화도시가 지

향하는 것은 지역내에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지자체별 여성친화도시 비전에 사용한 단어빈도  

구분 삶의 질 행복 어울림/공동체(함께) 가족 참여 안전 희망 성평등 합계

빈도 3 19 6 4 2 2 2 2 40

다음은 비전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를 제외한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들을 분석하면 평등한 18개, 안전한 14

개, 건강한 12개, 편안/편리한 8개, 쾌적한(친환경) 6개, 돌보는 6개, 행복한 5개, 일

있는 5개, 공동체 조성 4개, 일‧가정 양립(균형) 3개 등으로 나타났다.

〈표 7〉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목표

구분 평등 안전 건강
편안/

편리

친환경

(쾌적한)
돌보는 행복한 일있는

공동체 

조성

일가정

양립
합계

빈도 18 14 12 8 6 6 5 5 4 3 81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등하고, 안전하고, 건강

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돌봄이 있고, 일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서울시 도봉구, 부산시 사상구 제

외)에서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주요 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자

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개발과 공동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몇몇의 의견이

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표 5〉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비전 (계속)

구분
지자체

(지정년도)
비전 목표

대구시

중구

(2010)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평성 있는, 행복한 복지, 안전한 미래, 친환경 녹색,
다시 찾는 희망 중구 

달서구

(2010)
무지개빛 행복 달서,

여행 프로젝트

평등한, 안전한, 풍요롭고 건강한, 멋지고 신나는 

도시

인천시

동구

(2011)
여성친화 가족친화 

동구

양성평등정책추진기반 확립,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강화  

부평구

(2011)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평등한, 평온한, 평안한 도시

광주시

동구

(2011)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희망 

동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확립, 일․가정양립 및 

돌봄지원서비스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강화

서구

(2011)
여성이 행복하고 

구민이 살기좋은 서구
평등한, 안전한, 행복한, 건강한 서구

남구

(2011)
행복2배 !!! 

여성친화도시 남구
평등한, 평안한, 돌보는, 건강한 도시

북구

(2011)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북구
평등한, 안전한, 건강한, 넉넉한 북구

광진구

(2011)

사람사는 세상,
더좋은 광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산

성 평등 참여, 경제복지, 안전편리, 교육문화,
자연친화 생태 도시

경상북도
영주

(2011)
디자인하는 고품격 

여성행복도시

영주여성의 경쟁력 지수 UP!, 영주 시민의 행복지수 

UP!, 영주시의 매력지수 UP!

경상남도

양산시

(2011)
활기차고 품격있는 

평등 도시 양산

배려와 연대의 가치 :지역 경제의 여성 통합,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지역간 균형발전,
시민참여공동체 조성

김해시

(201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 

구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
평등한, 편안한, 돌보는, 건강한 김해

창원

(2011)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어울림의 도시

보살핌이 있는, 여성이 성장하는, 안전한, 건강과 

문화가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창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 실현 
도시가치 창조, 도시공간 구축, 제도기반 구축

출처 : 충청남도여성정책연구원(2012).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및 조성기준 수립방안, 청주시

위의 비전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통해 각각의 지역에서의 여성친화도

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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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계속)

자치단체 조례제정 협의체 서포터즈 2012년 특화사업

부평구 ○ ○ ○

과제발굴 워크숍, 주민토론회, 전직원 상대 성인지 교육 1인 

4시간 이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3평 6대전략),
여성친화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 보급, 온란인 참여방 

및 오프라인 주민서포터즈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추진

동구 ○ ○ ○

조례제정, 동구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운영, 공무원 성인지 

교육․여성친화정책 형성 교육, 여성․가족친화 계림동『행복한 

창조마을』시범 조성, 일반 마을기업 육성

자립공동체 발굴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서구 ○ ○ ○
시민욕구조사, 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교육,

세부사업계획수립

남구 ○ ○ ○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발전방향 용역, 공무원 교육 확대실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보고회

북구 ○ ○ ○

조례제정,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운영, 대상별 교육 및 워크숍,
시민자율카페 운영, 여친도시 웹사이트구축, 평가보고회,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 주차장 조성 등

광진구 ○ ○ ○

여성친화도시 홍보강화, 부서 간 협력체제 강화, 농촌지역 

노인여성 편익시설 증진사업, 하남 3지구 여성친화적 주거단지,
여성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 추진, 여성친화적 사업을 위한 구 

자체 예산확보 노력

영주 ○ ○ ○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 안전한 영주 안심(安心)프로젝트 

추진: 시민참여형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양산시 ○ ○ ○

실무부서 보고대회 개최, 대상별 교육실시, 물금여성특별설계 구역 

조성, 바이오․디자인 허브 등 신성장동력 분야 여성 취업 확대,
양산 Herstory: 지역여성문화유산의 재조명

김해시 ○ ○ ○
포럼 개최, T/F팀 구성, 과제발굴 워크숍, 보고회,

여성친화도시중장기계획 연구용역, 김해여성센터 신축 등

창원 ○ ○ ○

실무추진단 T/F팀 구성, 민관협의체 구성, 공모사업, 장애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평등부부문화 도시 추진,
보행친화적 보도정비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 ○ ○

제주여성거버너스 포럼 운영,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여성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시범사업, 산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2. 사업별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과의 관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참여와 삶의 질 확보, 행복한 공동체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인증된 여성친화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포

터즈,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서이다.   

〈표 8〉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자치단체 조례제정 협의체 서포터즈 2012년 특화사업

익산시 ○ ○ ○
여성친화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운영 활성화, 컨설팅 그룹 운영,

여성친화공동체 시범조성사업,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김제시 ○ ○ ○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부서별 추진상황 분기보고회, CCTV설치,

화장실개선 등

여수시 ○ ○ ○
여성용 공영자전거 운영, 여성친화공영주차장 설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장흥시 ○ ○ ○
찾아가는 여성친화교육, 서포터즈 구성, 과제보고회, 여성이장 

임용확대, 여성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

강남구 ○ ○ ○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여성행복인증시설,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U헬스케어시스템, U강남관제센터 운영

수원시 ○ ○ ○
공무원, 일반시민교육, 세미나·토론회 개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테마형 시민제안 공모

시흥시 ○ ○ ○
안심보육」모니터링, 중장기계획수립, 대상별 교육 및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시민공모,

안산시 ○ ○ ○
성평등 지수 평가 ‘성인지 온도계’사업실시, 안전안산·안심안산 

U-City 구축·운영, 여성친화·환경친화’주거단지 조성 사업

안양시 ○ ○ ○
여성친화도시조성 T/F팀 구성,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중기계획보고회 개최(연2회)

강릉시 ○ ○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 공무원 대상 

여친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시민대상 여친인식교육(여성대학 

운영 등), 행정기관내 여성친화시설 주차장 조성 등, 공원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조례 지속 정비

동해시 ○ ○ ○
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개최, 과제 검토 보고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청주시 ○ ○ ○
여성친화정책자문단회의, 전국 제 1호 여성친화공원 완공,

여성친화정책 연구용역,여성안심택시 상용서비스

당진시 ○ ○ ○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운영,

T/F팀워크숍개최

아산시 ○ ○ ○
과제발굴워크숍, 중장기계획용역,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부서별 추진과제보고회

중구 ○ ○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 5개분야 40 개사업 부서별 추진

달서구 ○ ○ ○
달서여성행복카페운영, 월광수변공원 여성친화1호 시범공원,

안심택시승강장, 평등가족실천공모전, 찾아가는 여성정책아카데미

동구 ○ ○ ○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F팀 구성, 대상별 교육,
과제발굴 워크숍, 토론회 개최, 홍보 리플렛 제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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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계속)

자치단체 조례제정 협의체 서포터즈 2012년 특화사업

부평구 ○ ○ ○

과제발굴 워크숍, 주민토론회, 전직원 상대 성인지 교육 1인 

4시간 이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사업(3평 6대전략),
여성친화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 보급, 온란인 참여방 

및 오프라인 주민서포터즈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추진

동구 ○ ○ ○

조례제정, 동구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운영, 공무원 성인지 

교육․여성친화정책 형성 교육, 여성․가족친화 계림동『행복한 

창조마을』시범 조성, 일반 마을기업 육성

자립공동체 발굴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서구 ○ ○ ○
시민욕구조사, 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교육,

세부사업계획수립

남구 ○ ○ ○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발전방향 용역, 공무원 교육 확대실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평가보고회

북구 ○ ○ ○

조례제정,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운영, 대상별 교육 및 워크숍,
시민자율카페 운영, 여친도시 웹사이트구축, 평가보고회,

여성친화적 공중화장실, 주차장 조성 등

광진구 ○ ○ ○

여성친화도시 홍보강화, 부서 간 협력체제 강화, 농촌지역 

노인여성 편익시설 증진사업, 하남 3지구 여성친화적 주거단지,
여성특화거리 시범 조성사업 추진, 여성친화적 사업을 위한 구 

자체 예산확보 노력

영주 ○ ○ ○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 안전한 영주 안심(安心)프로젝트 

추진: 시민참여형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

양산시 ○ ○ ○

실무부서 보고대회 개최, 대상별 교육실시, 물금여성특별설계 구역 

조성, 바이오․디자인 허브 등 신성장동력 분야 여성 취업 확대,
양산 Herstory: 지역여성문화유산의 재조명

김해시 ○ ○ ○
포럼 개최, T/F팀 구성, 과제발굴 워크숍, 보고회,

여성친화도시중장기계획 연구용역, 김해여성센터 신축 등

창원 ○ ○ ○

실무추진단 T/F팀 구성, 민관협의체 구성, 공모사업, 장애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평등부부문화 도시 추진,
보행친화적 보도정비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 ○ ○

제주여성거버너스 포럼 운영,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여성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시범사업, 산남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2. 사업별 여성친화적 공간 조성과의 관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참여와 삶의 질 확보, 행복한 공동체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인증된 여성친화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포

터즈, 민관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서이다.   

〈표 8〉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   

자치단체 조례제정 협의체 서포터즈 2012년 특화사업

익산시 ○ ○ ○
여성친화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운영 활성화, 컨설팅 그룹 운영,

여성친화공동체 시범조성사업,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김제시 ○ ○ ○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부서별 추진상황 분기보고회, CCTV설치,

화장실개선 등

여수시 ○ ○ ○
여성용 공영자전거 운영, 여성친화공영주차장 설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장흥시 ○ ○ ○
찾아가는 여성친화교육, 서포터즈 구성, 과제보고회, 여성이장 

임용확대, 여성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

강남구 ○ ○ ○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여성행복인증시설,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

U헬스케어시스템, U강남관제센터 운영

수원시 ○ ○ ○
공무원, 일반시민교육, 세미나·토론회 개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테마형 시민제안 공모

시흥시 ○ ○ ○
안심보육」모니터링, 중장기계획수립, 대상별 교육 및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시민공모,

안산시 ○ ○ ○
성평등 지수 평가 ‘성인지 온도계’사업실시, 안전안산·안심안산 

U-City 구축·운영, 여성친화·환경친화’주거단지 조성 사업

안양시 ○ ○ ○
여성친화도시조성 T/F팀 구성,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

중기계획보고회 개최(연2회)

강릉시 ○ ○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 공무원 대상 

여친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시민대상 여친인식교육(여성대학 

운영 등), 행정기관내 여성친화시설 주차장 조성 등, 공원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관련조례 지속 정비

동해시 ○ ○ ○
과제 발굴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 개최, 과제 검토 보고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청주시 ○ ○ ○
여성친화정책자문단회의, 전국 제 1호 여성친화공원 완공,

여성친화정책 연구용역,여성안심택시 상용서비스

당진시 ○ ○ ○
여성친화도시 포럼 운영,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운영,

T/F팀워크숍개최

아산시 ○ ○ ○
과제발굴워크숍, 중장기계획용역,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부서별 추진과제보고회

중구 ○ ○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 5개분야 40 개사업 부서별 추진

달서구 ○ ○ ○
달서여성행복카페운영, 월광수변공원 여성친화1호 시범공원,

안심택시승강장, 평등가족실천공모전, 찾아가는 여성정책아카데미

동구 ○ ○ ○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F팀 구성, 대상별 교육,
과제발굴 워크숍, 토론회 개최, 홍보 리플렛 제작,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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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의 관계

정부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이 공동체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

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의 조성이 공간적 편리와 안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측면과 성평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4천85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

으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4명으로 최저 수

준을 나타냈다8). 이 수치는 2009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5명보다도 낮은 것

이며, 1980년대 초저출산국가였던 프랑스의 2009년 합계출산율 2.07명보다도 현저

히 낮은 것이다.

LG경제연구원9)은 얼마 전 연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0.5%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3%정도이며 저

출산 관련 예산 증가와 출산율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불안 관행, 사회제도,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출산과 양육비용의 증가도 출산율 하

락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

우 소득 및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이 저출산 주요이유가 된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부양

8)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49, 2010년은 1.226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LG경제연구원(2011.1.19)의 LG Business insight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예산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출산율이 높아진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 지출을 크게 늘려왔는데, 출산율의 반등

은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부담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출산 대책 예산규모의 획기

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안전(CCTV 설치, 안전한 주차장)과 

편리(여성친화택시, 여성공영자전거 운영), 주거(화장실 등), 도시설계(공원, 여성친화

주거단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도시설계영역에 대한 사업이 비교적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설계영역에는 경기도 안산의 경우 여성친화,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청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 여성친화공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여성친화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

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근소하기는 하나 안전과 편리에 대한 관심도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지자체의 2012년 특화사업 중 공간과 관련된 사업  

안전

(cctv, 주차장)

편리/교통 

(여성친화택시, 여성공영자전거, 화장실 )

도시설계

(공원, 여성친화주거단지) 

7 7 8

*위의 사업은 2012년 주요 사업만을 발췌한 것임 

사실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김학실·이주호(2012)의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AHP 분석

에 의하면 도시 공간 내 여성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측정영역에 있어서 '주거환경' > 

'공공이용시설' > '근린생활공간'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때문에 안전한 도시공간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느 한 공간만을 여성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7) 무엇보다도 해당 공간에서의 치안활동 강화와 안전예방시설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 특히 주거환경 내의 감시시설 및 감시활동의 강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역할로 인식됨에도 사전의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큐리티 산업부

문이 시장지향성과 이윤추구 중심의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주 소비자로 

인식하면서 상대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CPTED) 지침 적용 과정에서 여성

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함께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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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의 관계

정부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이 공동체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

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

의 조성이 공간적 편리와 안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측면과 성평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4천85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

으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4명으로 최저 수

준을 나타냈다8). 이 수치는 2009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5명보다도 낮은 것

이며, 1980년대 초저출산국가였던 프랑스의 2009년 합계출산율 2.07명보다도 현저

히 낮은 것이다.

LG경제연구원9)은 얼마 전 연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0.5%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3%정도이며 저

출산 관련 예산 증가와 출산율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불안 관행, 사회제도,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출산과 양육비용의 증가도 출산율 하

락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

우 소득 및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이 저출산 주요이유가 된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심각성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부양

8)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49, 2010년은 1.226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LG경제연구원(2011.1.19)의 LG Business insight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예산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의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출산율이 높아진 선진국들은 저출산 대책 지출을 크게 늘려왔는데, 출산율의 반등

은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부담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출산 대책 예산규모의 획기

적인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안전(CCTV 설치, 안전한 주차장)과 

편리(여성친화택시, 여성공영자전거 운영), 주거(화장실 등), 도시설계(공원, 여성친화

주거단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도시설계영역에 대한 사업이 비교적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설계영역에는 경기도 안산의 경우 여성친화,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청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 여성친화공원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여성친화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

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근소하기는 하나 안전과 편리에 대한 관심도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지자체의 2012년 특화사업 중 공간과 관련된 사업  

안전

(cctv, 주차장)

편리/교통 

(여성친화택시, 여성공영자전거, 화장실 )

도시설계

(공원, 여성친화주거단지) 

7 7 8

*위의 사업은 2012년 주요 사업만을 발췌한 것임 

사실상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김학실·이주호(2012)의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AHP 분석

에 의하면 도시 공간 내 여성생활안전 정책에 대한 측정영역에 있어서 '주거환경' > 

'공공이용시설' > '근린생활공간'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때문에 안전한 도시공간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느 한 공간만을 여성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7) 무엇보다도 해당 공간에서의 치안활동 강화와 안전예방시설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 특히 주거환경 내의 감시시설 및 감시활동의 강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역할로 인식됨에도 사전의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큐리티 산업부

문이 시장지향성과 이윤추구 중심의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기업이나 공공시설을 주 소비자로 

인식하면서 상대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환경계획을 통한 범죄예방(CPTED) 지침 적용 과정에서 여성

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함께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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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반영이며, 이런 점에서 가치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이 조성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그리고 삶의 조건과 환

경이 다른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은 안

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즉 거주공간으로써의 선택을 유인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

다만 프랑스나 스웨덴 등 여성의 참여가 높고, 여성을 위한 공간구성에 신경쓰고,

여성의 의견과 요구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서 단지 출산율이 

재정적 지출이라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위기 조성과 

배려 등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편안하

고 안락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맛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장기

적으로 출산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현대 도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외형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

비스접근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만큼 여성은 능동적 참여가 

어려웠다. 범죄나 사고 등 안전소홀, 시설의 접근과 기능에서 편의성 부족, 공동체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약, 여성일자리 창출시설 부족,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핵가족 혹은 독신가족의 증가와 같은 삶의 양식 변화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

화를 초래하였고, 도시공간은 경제, 산업이라는 거대담론으로부터 여성일터의 위치,

보육시설, 밤길 안전, 쇼핑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과 같은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은 도시의 성형평성

을 고려하고 성불균형 해소와 양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전략이다. 여

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이룩되는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은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인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2010.04)에 의하면 저출산의 파장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양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질적으로는 기존 고용 

인력의 숙련기술 전수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부터 노동공급의 중추인 25-54세 고용인력의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

가함에 따라 2029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

망이라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 가속화될수록 이미 청년층이 부족한 지

방 소도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커뮤니티의 붕괴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들 가운데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거나, 돌봄 영역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소극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성평등 영역이 높

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성의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 중 선진국이 많으며, 여

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

다.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가사노동의 분

담을 높이는 것, 여성친화적인 직장과 지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여성친화도시는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

향한다는 점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도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

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문제이며 공동체

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보육이나 경제활동지원과 같은 것에 국한되었다

고 본다면 공간에서의 여성친화성을 통한 저출산 논의는 보다 광의적 입장에서의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그 사회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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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반영이며, 이런 점에서 가치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이 조성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그리고 삶의 조건과 환

경이 다른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은 안

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즉 거주공간으로써의 선택을 유인하는 동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

다만 프랑스나 스웨덴 등 여성의 참여가 높고, 여성을 위한 공간구성에 신경쓰고,

여성의 의견과 요구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에서 단지 출산율이 

재정적 지출이라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위기 조성과 

배려 등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편안하

고 안락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서비스를 맛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장기

적으로 출산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현대 도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외형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

비스접근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만큼 여성은 능동적 참여가 

어려웠다. 범죄나 사고 등 안전소홀, 시설의 접근과 기능에서 편의성 부족, 공동체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약, 여성일자리 창출시설 부족,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핵가족 혹은 독신가족의 증가와 같은 삶의 양식 변화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

화를 초래하였고, 도시공간은 경제, 산업이라는 거대담론으로부터 여성일터의 위치,

보육시설, 밤길 안전, 쇼핑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과 같은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은 도시의 성형평성

을 고려하고 성불균형 해소와 양성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전략이다. 여

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이룩되는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은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인구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2010.04)에 의하면 저출산의 파장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양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질적으로는 기존 고용 

인력의 숙련기술 전수에 애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부터 노동공급의 중추인 25-54세 고용인력의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

가함에 따라 2029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

망이라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 가속화될수록 이미 청년층이 부족한 지

방 소도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커뮤니티의 붕괴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들 가운데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거나, 돌봄 영역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소극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성평등 영역이 높

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성의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일찍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 중 선진국이 많으며, 여

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

다.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가사노동의 분

담을 높이는 것, 여성친화적인 직장과 지역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여성친화도시는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

향한다는 점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도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

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문제이며 공동체

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보육이나 경제활동지원과 같은 것에 국한되었다

고 본다면 공간에서의 여성친화성을 통한 저출산 논의는 보다 광의적 입장에서의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그 사회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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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의 졸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시계획 :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도시주거의 미래”(도시정보, 2006)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글이다. 여기서는 현재

부터 가까운 미래(향후 약10년)에 걸쳐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거 분야에서의 주요 상황을 조명하여 보았다. 근미래 도시주거 분야

에서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현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시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카테고리는 인구구조변화, 산업구조 및 근로조건의 변화, 도

시환경의 변화, 지역사회·사회환경의 변화, 주택수요 변화로 구분하였다. 이 글에

서 논의한 주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큰 방향성은 지금까지의 유량(flow)관리에서 

향후 저량(재고, stock)관리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과 주거복지 모델

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그동안 소외

되었던 계층에 특화된 주거유형이나 커뮤니티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셋

째, 급격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로 향후에는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못지않게 ‘반정주’ 환경, 즉 왕래형 주거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멀티해비(테이션)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주거문화에서도 아파트 지향의 대량주택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성과 고유성을 갖는 다양한 주거유형과 커뮤니티가 공존

하는 사회, 즉 주거문화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

최정민1)

1) 건국대 주거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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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의 미래”(도시정보, 2006)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글이다. 여기서는 현재

부터 가까운 미래(향후 약10년)에 걸쳐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거 분야에서의 주요 상황을 조명하여 보았다. 근미래 도시주거 분야

에서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택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현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시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카테고리는 인구구조변화, 산업구조 및 근로조건의 변화, 도

시환경의 변화, 지역사회·사회환경의 변화, 주택수요 변화로 구분하였다. 이 글에

서 논의한 주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큰 방향성은 지금까지의 유량(flow)관리에서 

향후 저량(재고, stock)관리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과 주거복지 모델

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그동안 소외

되었던 계층에 특화된 주거유형이나 커뮤니티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셋

째, 급격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로 향후에는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못지않게 ‘반정주’ 환경, 즉 왕래형 주거환경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멀티해비(테이션)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주거문화에서도 아파트 지향의 대량주택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성과 고유성을 갖는 다양한 주거유형과 커뮤니티가 공존

하는 사회, 즉 주거문화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

최정민1)

1) 건국대 주거환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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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도시주택의 근미래

1. 인구구조의 변화

 1) 인구 감소

이미 많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및 심각성 등을 접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0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평균인 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4명으로 186개국 가운데 홍콩(1.01

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았다(조선일보,

2010.10.20).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많이 낳는 것이 애국’

인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일이 양립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기인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높은 교육열로 인한 늦은 취업, 늦은 결혼

은 출산시기를 지연시키며,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역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로 경제성장의 둔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요즘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

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비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수준의 인구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필자의 졸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시계획 :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도시

주거의 미래”(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2006)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에 걸쳐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거 분야에서의 상황을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름으로 하여 조명

하여 보고자 한다. 미래 도시주거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의 미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깊은 일이지만, 개연성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한계로 이러한 깊이 있는 고찰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상황

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이를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것으

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래'에 대한 예측시기, 예측 방

법, 예측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글에서는, 우선 예측의 시기로는 현재로부터 약10년을 염두에 두었고, 예측 방법

은 기존 자료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는데, 특히 이웃 일본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많

이 참고하였다. 예측 범위는 도시주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시계획적인 내용에 대해

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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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일이 양립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기인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높은 교육열로 인한 늦은 취업, 늦은 결혼

은 출산시기를 지연시키며,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역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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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로 경제성장의 둔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요즘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

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비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수준의 인구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2040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필자의 졸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시계획 :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도시

주거의 미래”(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2006)의 내용을 업데이트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부터 가까운 미래에 걸쳐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거 분야에서의 상황을 '도시주거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름으로 하여 조명

하여 보고자 한다. 미래 도시주거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의 미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깊은 일이지만, 개연성 또한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한계로 이러한 깊이 있는 고찰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상황

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이를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것으

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래'에 대한 예측시기, 예측 방

법, 예측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글에서는, 우선 예측의 시기로는 현재로부터 약10년을 염두에 두었고, 예측 방법

은 기존 자료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는데, 특히 이웃 일본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많

이 참고하였다. 예측 범위는 도시주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시계획적인 내용에 대해

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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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이라는 의미로 소프트(용도)가 바뀌어도 하드웨어(건물)는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컨버젼은 건축물의 stock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인데, 말하자면 용도전환을 주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인 셈이다. 이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물의 'open building'또는 'open design'적 접

근이다. 즉, 다양한 용도를 담을 수 있도록 건축 공간계획에서 유연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를 도시차원으로 전개하면 도시 속에서도 도시와 건축물은 tissue, 

support, infill과 같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일종의 SI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infill부분을 갱신하여 지속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바로 지속가능

한 도시와 건축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및 세대수의 감소는 주택

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거주지의 선별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

스레 주택정책은 유량(flow)관리에서 저량(재고, stock)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

다.

 2) 고령자의 급증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

만명(11.0%)에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후, 2040년이 

되면 1,650만명(32.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

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6년이 걸린다. 이는 고령화 사회

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54년이 걸린 프랑스나 미국(94년), 독일(77년), 일

본(36년)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수준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

면서 65세 이상 부부가구나 독거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대응 관련 관심 및 수요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

출처: 한겨레21(2012.05.04)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1차 저출산·고령

화 기본계획’에 이어 2011년부터 5년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을 확정하였다. 제1차 계획의 목표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기반을 구축

하는 것에 있었다면, 제2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

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와 주거지원 혜택을 

늘리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와 같은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출산 정책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201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소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 수는 44만4800명이

었지만, 2010년에는 47만200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47만1400명으로 전년보

다 소폭 늘었다. 올해도 1분기 출생아 수는 12만93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9000명)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익시설의 수요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에서는 폐교가 증가하고, 이를 용도전환(conversion)하여 다른 용

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컨버젼이란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 또는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297

전용이라는 의미로 소프트(용도)가 바뀌어도 하드웨어(건물)는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컨버젼은 건축물의 stock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인데, 말하자면 용도전환을 주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인 셈이다. 이

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물의 'open building'또는 'open design'적 접

근이다. 즉, 다양한 용도를 담을 수 있도록 건축 공간계획에서 유연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를 도시차원으로 전개하면 도시 속에서도 도시와 건축물은 tissue, 

support, infill과 같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일종의 SI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infill부분을 갱신하여 지속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바로 지속가능

한 도시와 건축물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및 세대수의 감소는 주택

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거주지의 선별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

스레 주택정책은 유량(flow)관리에서 저량(재고, stock)관리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

다.

 2) 고령자의 급증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

만명(11.0%)에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후, 2040년이 

되면 1,650만명(32.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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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

출처: 한겨레21(2012.05.04)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1차 저출산·고령

화 기본계획’에 이어 2011년부터 5년간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을 확정하였다. 제1차 계획의 목표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기반을 구축

하는 것에 있었다면, 제2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

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와 주거지원 혜택을 

늘리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와 같은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실제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출산 정책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2010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소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 수는 44만4800명이

었지만, 2010년에는 47만200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47만1400명으로 전년보

다 소폭 늘었다. 올해도 1분기 출생아 수는 12만93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9000명)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익시설의 수요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에서는 폐교가 증가하고, 이를 용도전환(conversion)하여 다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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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층의 급증으로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중

요성이 커질 것이며, 지역단위에서도 고령자층을 위한 특화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인데, 이와 연계하여 이들 층을 겨냥한 비즈니스 또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주택의 수요변화도 예상된다. 은퇴 후 교외의 한적한 곳에서 노

후를 단란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의 편리성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시키려

는 고령자층이 점점 증대하고 있어서 도시 노인주거시설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은 도시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인들 또한 해당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희망하는데, 이는 새로운 생활환경 적응에 따른 부담을 경

감하기 때문에 더욱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입지에 따른 실버타운을 도심형, 근

교형, 전원형으로 구분하면, 이 중에서도 도심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3) 가족구성의 변화

지금까지 가족구성은 노동자 중심의 대가족에서 분화하여 핵가족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빠른 속도로 개인화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진전되어 다양한 세

대 형태의 소가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핵가족화․소가족화의 진전에 따

라 가족구성의 형태도 향후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의 개인화

에 따라 주거공간에서도 실의 개념과 중요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개실'의 중

요성이 증대할 것이며, 성(gender)에 따른 공간의 분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범적 nLDK의 탈규범화가 본격화됨과 더불어, 주거공간의 계획

에서도 '가족'이라는 주거계획의 준거와 그 영향이 점차 미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싱글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1인가구는 

1980년대 총 가구의 4.8%에 불과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현재 403만 세대,

총 가구의 23.3%로 주택시장 내 새로운 수요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구성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소형 주택의 인기는 높은 것으로 나

〔그림 2〕

출처: 동아일보(2010.10.21)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복지 정책 일환으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 등을 통하여 고령자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용 노인임대주택을 공급

하고 있지만, 단순한 고령자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

에 대응 할 수 있는 주거공급과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고령친화형 생활환경 및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WHO에서는 “Global Age-Friendly Cities" 가이드라인 지침을 개발하여 운

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유대, 사회참여와 고용,

소통과 정보,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 서비스, 외부 공간 및 건추굴, 교통 등 8개 분

야로 구성된다. 이처럼 고령사회 대응 생활환경의 필요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형 주

택·주거유형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08.14)이 제정되며,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초기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후기 고령자의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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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령친화형 생활환경 및 사회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WHO에서는 “Global Age-Friendly Cities" 가이드라인 지침을 개발하여 운

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는 주거,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유대, 사회참여와 고용,

소통과 정보, 커뮤니티 지원과 건강 서비스, 외부 공간 및 건추굴, 교통 등 8개 분

야로 구성된다. 이처럼 고령사회 대응 생활환경의 필요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형 주

택·주거유형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08.14)이 제정되며,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또한, 초기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후기 고령자의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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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처: KB연구보고서(2011.05)

 4)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의식변화, 육아 및 가사노동의 경감,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 증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진출은 크게 신장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산

업형태의 변화로 노동의 소프트화가 가속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가정 내 주호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단위공간의 관심방향에서 '

주방․식당'에서 '거실'로 중요도가 옮겨감과 동시에, 외식생활 등의 증가로 이들 공간

의 축소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가사 및 보육 등 사회지원 

시설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함과 동시에 체련시설과 같은 건강에 대한 

요구를 단지 내에서 해결하려는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주호 내 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변형 공간계획, 편리성을 도모할 각종 첨단 전자제품, 시스템

키친의 도입 등 편리시설의 적극적 수용과 주부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수납공간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간계획 또는 시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주거정책도 나타나고 있다. 최

근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타났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집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는 곳이라는 본연

의 의미로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림 3〕

출처: 한국경제(2012.11.30)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도 1인 가구를 새로운 주택수요계층으로 인지하고, 주거수요

의 다변화에 따라 각 주요 계층이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공급 및 

평면 등)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싱글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과 초소형주택이 출현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12~14㎡ 도시형생활주택과 16㎡규모의 오피스텔, 17㎡의 미니하우스가 시장에 나

와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

각되면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소형주택 유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

존주택을 2개 주택으로 분리하는 부분임대주택 사례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도 근래 

아파트 평면에서 ‘부분임대형’의 수익형 평면이 개발되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자산 중 약80%가 부

동산(아파트)에 묶여 있어 주택시장 침체기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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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연구보고서(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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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형태의 변화로 노동의 소프트화가 가속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가정 내 주호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단위공간의 관심방향에서 '

주방․식당'에서 '거실'로 중요도가 옮겨감과 동시에, 외식생활 등의 증가로 이들 공간

의 축소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가사 및 보육 등 사회지원 

시설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증함과 동시에 체련시설과 같은 건강에 대한 

요구를 단지 내에서 해결하려는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주호 내 공간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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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간계획 또는 시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주거정책도 나타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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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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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주택을 2개 주택으로 분리하는 부분임대주택 사례가 눈에 띈다. 국내에서도 근래 

아파트 평면에서 ‘부분임대형’의 수익형 평면이 개발되고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자산 중 약80%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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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는 수도권 및 지방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이상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치안의 사각지대화, 사회문화적 갈등과 같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정건섭 외, 2011). 또한 외국인은 공간 분포에 있어 그들은 주거단지 내 다

양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유사한 사람들만 집중화하는 동

질적 주거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정지은 외, 2011). 이것은 주거지 분리 현상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

적 혼합(social mix) 프로그램의 중요성 상기시킨다.

〔그림 6〕지역별 외국인 분포

출처: 한국경제(2011.04.11)

커뮤니티, 불편해소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독신 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싱글 여성 전용 

소형 임대주택’은 2명이 거주하는 공공원룸형과 혼자사는 다가구형 등 2가지 형태

로 여대생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015년까지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

라고 한다.

 5) 외국인의 급증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교류 증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적 흐름, 그리고 내국인의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의 인구 유입 등으로 외국인

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

사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40만 9,57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0년에는 우리나

라 총 인구의 5%가, 2050년에는 9.2%가 외국인 거주자일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

라가 다민족 사회로 전환될 것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다수의 외

국인과 공생하는 사회 구축이 지역적 과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특히 노동시장의 대체인력으로 유입된 저소득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

권과 주거복지 실현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림 5〕

출처: 한국경제(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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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는 수도권 및 지방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이상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은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치안의 사각지대화, 사회문화적 갈등과 같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정건섭 외, 2011). 또한 외국인은 공간 분포에 있어 그들은 주거단지 내 다

양한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유사한 사람들만 집중화하는 동

질적 주거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정지은 외, 2011). 이것은 주거지 분리 현상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

적 혼합(social mix) 프로그램의 중요성 상기시킨다.

〔그림 6〕지역별 외국인 분포

출처: 한국경제(2011.04.11)

커뮤니티, 불편해소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독신 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싱글 여성 전용 

소형 임대주택’은 2명이 거주하는 공공원룸형과 혼자사는 다가구형 등 2가지 형태

로 여대생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015년까지 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

라고 한다.

 5) 외국인의 급증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교류 증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적 흐름, 그리고 내국인의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의 인구 유입 등으로 외국인

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

사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40만 9,57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 등록인구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0년에는 우리나

라 총 인구의 5%가, 2050년에는 9.2%가 외국인 거주자일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

라가 다민족 사회로 전환될 것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다수의 외

국인과 공생하는 사회 구축이 지역적 과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특히 노동시장의 대체인력으로 유입된 저소득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

권과 주거복지 실현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림 5〕

출처: 한국경제(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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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멀티 해비테이션’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멀티해비

(Multi-Habitation)란 도시와 농촌 등 서로 다른 지역을 오가며 사는 주거형태를 말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와 소득수준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통

여건의 개선 및 웰빙에 대한 욕구가 맞물려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과 함께 나타난 주거형태인데, 최근에는 도심과 전원을 오가는 수준을 넘어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 형태로, 정기적으로 두 집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스플리터(Spliter)'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력을 갖춘 베이

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 이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멀티 해비

테이션의 대중화는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된다.

 2) 산업구조의 변화

과거 농․임․축․수산물의 1차산업의 형태에서 제조업의 2차산업, 그리고 서비

스의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4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산업이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주거에서도 변

화의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 및 고용형

태가 보다 유연화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택근무용 주택과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주택이 직주근접을 기본 컨셉으로 하여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각 산업별 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1차 산업사회에서 주거의 의미는 농․어업과 같

은 주요 생계수단가 일체화되어 대가족 바탕의 직주일체형 형태였다. 산업혁명에 의

한 2차 산업사회에서의 주거는 베드타운과 같은 직주 분리의 2거점 형태를 띠었다.

그러다가 3차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도시로 자본과 인력이 결집됨에 따라 주거의 

형태도 직장, 가정, 별장과 같은 3거점 이상의 다거점 생활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4

차 산업사회에서 이르러서는 직장도 현지 출퇴근제도, 출퇴근시간 자유제, 재택근무

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형식도 이러한 변화

위와 같이 외국인 급증에 따른 도시주거학적인 문제는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단면적 시각만으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주거문제에서 다면적 시각이 구조

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유추한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 살기를 원

하는데, 도시공간 구조상 이들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거

주지 패턴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편으로, 기

존 지역적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결

합된 주택정책을 차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서 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문화

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급증

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의 일부로 보고 통합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산업구조, 근로조건의 변화

 1)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노동시간의 감소, 주5일제 시행, 여가 선호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예컨대, 주5일제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펜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다. 펜션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미 

많은 투자자나 개발업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동시간의 단

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중심의 여행문화에서 탈피하여 가족중심의 여행문화로 여행

문화의 변화와, 레저 패턴에서도 단순 숙박보다는 다양한 테마를 생활 체험과 연계

시켜 상품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이러한 광역적 확산을 부추긴 것이 

자동차 보급과 도로망확충 등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의 확대와 더불어 세컨드 형태가 



저
출

산
 대

응
 주

거
와

 도
시

계
획

 적
합

성

305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멀티 해비테이션’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멀티해비

(Multi-Habitation)란 도시와 농촌 등 서로 다른 지역을 오가며 사는 주거형태를 말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대와 소득수준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통

여건의 개선 및 웰빙에 대한 욕구가 맞물려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과 함께 나타난 주거형태인데, 최근에는 도심과 전원을 오가는 수준을 넘어 국내와 

해외를 오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서는 이미 보편화된 주거 형태로, 정기적으로 두 집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스플리터(Spliter)'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력을 갖춘 베이

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 이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멀티 해비

테이션의 대중화는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된다.

 2) 산업구조의 변화

과거 농․임․축․수산물의 1차산업의 형태에서 제조업의 2차산업, 그리고 서비

스의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4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산업이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주거에서도 변

화의 양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재택근무 및 고용형

태가 보다 유연화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택근무용 주택과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주택이 직주근접을 기본 컨셉으로 하여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각 산업별 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1차 산업사회에서 주거의 의미는 농․어업과 같

은 주요 생계수단가 일체화되어 대가족 바탕의 직주일체형 형태였다. 산업혁명에 의

한 2차 산업사회에서의 주거는 베드타운과 같은 직주 분리의 2거점 형태를 띠었다.

그러다가 3차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도시로 자본과 인력이 결집됨에 따라 주거의 

형태도 직장, 가정, 별장과 같은 3거점 이상의 다거점 생활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4

차 산업사회에서 이르러서는 직장도 현지 출퇴근제도, 출퇴근시간 자유제, 재택근무

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형식도 이러한 변화

위와 같이 외국인 급증에 따른 도시주거학적인 문제는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단면적 시각만으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주거문제에서 다면적 시각이 구조

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유추한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 살기를 원

하는데, 도시공간 구조상 이들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거

주지 패턴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편으로, 기

존 지역적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결

합된 주택정책을 차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서 외국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문화

를 존중하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급증

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의 일부로 보고 통합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산업구조, 근로조건의 변화

 1)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노동시간의 감소, 주5일제 시행, 여가 선호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예컨대, 주5일제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펜션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있다. 펜션은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또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미 

많은 투자자나 개발업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동시간의 단

축뿐만 아니라 기존 단체중심의 여행문화에서 탈피하여 가족중심의 여행문화로 여행

문화의 변화와, 레저 패턴에서도 단순 숙박보다는 다양한 테마를 생활 체험과 연계

시켜 상품화 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이러한 광역적 확산을 부추긴 것이 

자동차 보급과 도로망확충 등이다. 또한 주택보급률의 확대와 더불어 세컨드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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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통하여 실험하려는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생태기반지표

라는 것이 제안되고 있듯이, 자연의 순환기능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시도가 가

시화되어 도시의 과밀개발에 따른 자연지반의 파괴와 무분별한 토양피복을 지양하려

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민

과 상호 협력하는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이나 유휴 건물옥상, 장기 

미활용 되고 있는 공·사유지를 이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도시생활공간 내 도시농업실천 및 도시재생을 위하

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

역공동체의 회복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2) 최첨단 주거환경

누구나 예측하듯 미래사회에는 지능형 로봇이 가정생활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다. 또한 비슷한 나이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네트워크 타운이 

생길 전망이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도 출현

할 수 있다.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가사, 취미, 원격교육, 홈오토메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주거환경의 실현이 눈앞에 있다.

4. 지역사회, 사회환경의 변화

 1)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대

지역공동체로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상호부조

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터와 주거가 결합 또는 인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멀티해비가 정착하면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못지않

게 반정주 환경의 구축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에서도 거주지의 선택성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동시에 이동수단이 고속화되고 또한 일상생활이 광역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도시 환경의 변화

 1) 옥외환경 및 도시환경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화학에너지의 대량소비에 의한 배출열의 증대, 지표면과 건

축물 상부가 불투성 포장으로 조성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자연 순환기능을 저해하여 

집중호우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도시전체의 열용량이 증대하는 열섬현상

(heat island)이 심화될 것이다. 도시 열섬현상의 원인은 녹지면적의 감소, 공조설비

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 배출열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인한다.

이에 따라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하천의 복원 및 활용이 도시경관의 역할과 더

불어 열섬현상의 하나의 대안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양재천, 청계천 복원의 사례에

서 보듯이 하천은 각종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중심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

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여가공간 및 도시미와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기존도시 하천의 고수부지에서 보이는 콘크리트 주차장과 농경지 

등은 하천 본래의 기조와 기능으로 보존 및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일층될 것으로 

보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의 미기후 개선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녹화옥상시스템(Green Roof System)을 생각할 수 있다. 건축물의 최상부 외피

를 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에 활력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시공간 구조 모형, 토지이용패턴을 다양한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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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을 통하여 실험하려는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생태기반지표

라는 것이 제안되고 있듯이, 자연의 순환기능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시도가 가

시화되어 도시의 과밀개발에 따른 자연지반의 파괴와 무분별한 토양피복을 지양하려

는 움직임이 활발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민

과 상호 협력하는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이나 유휴 건물옥상, 장기 

미활용 되고 있는 공·사유지를 이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도시생활공간 내 도시농업실천 및 도시재생을 위하

여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

역공동체의 회복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2) 최첨단 주거환경

누구나 예측하듯 미래사회에는 지능형 로봇이 가정생활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다. 또한 비슷한 나이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네트워크 타운이 

생길 전망이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도 출현

할 수 있다.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가 유무선 홈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누구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가사, 취미, 원격교육, 홈오토메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주거환경의 실현이 눈앞에 있다.

4. 지역사회, 사회환경의 변화

 1) 커뮤니티의 중요성 증대

지역공동체로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상호부조

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터와 주거가 결합 또는 인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멀티해비가 정착하면 지역에서의 정주환경 못지않

게 반정주 환경의 구축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에서도 거주지의 선택성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동시에 이동수단이 고속화되고 또한 일상생활이 광역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도시 환경의 변화

 1) 옥외환경 및 도시환경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화학에너지의 대량소비에 의한 배출열의 증대, 지표면과 건

축물 상부가 불투성 포장으로 조성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자연 순환기능을 저해하여 

집중호우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도시전체의 열용량이 증대하는 열섬현상

(heat island)이 심화될 것이다. 도시 열섬현상의 원인은 녹지면적의 감소, 공조설비

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 배출열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인한다.

이에 따라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하천의 복원 및 활용이 도시경관의 역할과 더

불어 열섬현상의 하나의 대안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양재천, 청계천 복원의 사례에

서 보듯이 하천은 각종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중심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

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여가공간 및 도시미와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기존도시 하천의 고수부지에서 보이는 콘크리트 주차장과 농경지 

등은 하천 본래의 기조와 기능으로 보존 및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일층될 것으로 

보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어메니티(amenity)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의 미기후 개선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녹화옥상시스템(Green Roof System)을 생각할 수 있다. 건축물의 최상부 외피

를 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에 활력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시공간 구조 모형, 토지이용패턴을 다양한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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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자본과 건축물 갱신 수요의 증대

사회자본,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 구조물의 갱신(리모델링) 수요가 증대하

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택산업은 점차 신축(flow)에서 재고(stock)로 전환되

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주택산업, 주택정책의 전개에 대한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가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택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도 중앙집중의 상향적, 일

방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와의 동반적, 쌍방향적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의 구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

택 거버넌스의 도입은 역사적 흐름이면서도 선진사회적 흐름으로도 보인다. 그러므

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주택가버넌스 체제의 실천적 구축과 운용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는 개별생산 주문생산자들이 생산을 주도할 것으로, 대부분의 상품

은 지역사회의 주문조립 배달되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을 주택과 연계

한다면 그만큼 지역주택 산업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

역주택 산업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미미하다.

 3) 주택의 양적 중시에서 질적 중시로

우리나라도 2002년을 기점으로 명목상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이에 따

라 자연스레 주택의 양적 문제보다는 질적 문제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량주택시스템(Mass Housing System)에 의해 지지된 ‘아파트’ 중시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가치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형태가 공급될 가

능성이 크다. 아파트가 이상향인 것처럼 인식하여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치우친 주거

문화는 결코 건강한 문화가 아닐 것이다. 주거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주택의 다양성과 주택의 지역성․지방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로서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법적․제도

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지만,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부족과, 주민 간 소통 및 교류는 기대만큼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커뮤니티 전문가의 참여 

확대, 관련하여 법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주택수요의 변화

 1) 정주의식의 변화

임차와 소유에 대한 변화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듯하다. 사두기만 하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조금씩 희

석되는 듯하다. 향후 부동산의 이용가치와 사용가치로 무게중심이 옮아가는 선진국

형 사회로 전환되게 되면, 주택에서도 소유보다는 임차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

을 가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주의식에도 변화가 일 것이다. 이러한 정주의식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내의 커뮤니티 활동, 편리성을 중시한 원스톱 서비스 등과 함께 

연계되어 지역화(local)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주

거(단지)의 지속가능성이다. 신도시나 주거단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

하면 정주의식 또한 희박하게 되고, 이는 급속한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해

당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간의 유대감과 정주의식

은 엷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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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자본과 건축물 갱신 수요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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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도시주거의 미래와 연관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를 인구

구조변화, 산업구조 및 근로조건의 변화, 도시환경의 변화, 지역사회·사회환경의 변

화, 주택수요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양상 및 관련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도시주거의 근미래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한국

적 새로운 도시주거상 또는 시가지상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이에 따라 주택정책 

또는 도시정책은 어떻게 대응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보다 장기적 밑그림을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미 우리나라는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요로, 신시가

지개발에서 기성시가지정비로 도시주거를 둘러싼 변화된 패러다임의 앞에서, 미흡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 본질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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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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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2

본다.

주택의 다양성은 주택유형의 획일화에 대한 ‘일반해’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구체

적인 극복방안으로 주택의 정책과 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지역성 및 지방성은 주거계획의 획일화에 대한 ‘특수해’적인 성격의 하

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주택가버넌스 체제의 실천적 구축의 필요성과 연

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또한 증대되고 있

는데, 출산은 경제활동 여부 보다는 여성이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천현숙, 2012).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을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

으로 조성하고 여성의 직주근접형 도시, 여성과 자녀가 안전한 도시가 개발될 수 있

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일본 ‘육아지원 아파트’에서 육아에 적합한 내부구조로 설계

하고 지역교류와 연계하는 육아지원활동 및 키즈룸 설치 등의 내용을 참조할 만하

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재택근무 가능한 스튜디오형 주거

공간을 개발하여, 재택근무형 공동주택을 보급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 인

구주택총조사’ 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가 2000년 25만3,244명에

서 2010년 48만4,663명으로 10년 사이 91.4%(23만1,419명) 증가했다. 이들 인구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동거로, 소위 ‘캥거루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비 부

담 및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부모 밑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

주택에서 부분임대형 평면을 개발하여, 이 공간을 전술한 비혈연 가구에게는 수익형

으로 임대하여 현금을 창출하고, 자신의 혈연 캥거루 가족에게는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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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의 지역성 및 지방성은 주거계획의 획일화에 대한 ‘특수해’적인 성격의 하

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주택가버넌스 체제의 실천적 구축의 필요성과 연

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또한 증대되고 있

는데, 출산은 경제활동 여부 보다는 여성이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천현숙, 2012).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을 여성의 삶의 

조건과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

으로 조성하고 여성의 직주근접형 도시, 여성과 자녀가 안전한 도시가 개발될 수 있

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일본 ‘육아지원 아파트’에서 육아에 적합한 내부구조로 설계

하고 지역교류와 연계하는 육아지원활동 및 키즈룸 설치 등의 내용을 참조할 만하

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재택근무 가능한 스튜디오형 주거

공간을 개발하여, 재택근무형 공동주택을 보급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0 인

구주택총조사’ 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가 2000년 25만3,244명에

서 2010년 48만4,663명으로 10년 사이 91.4%(23만1,419명) 증가했다. 이들 인구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동거로, 소위 ‘캥거루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비 부

담 및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부모 밑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

주택에서 부분임대형 평면을 개발하여, 이 공간을 전술한 비혈연 가구에게는 수익형

으로 임대하여 현금을 창출하고, 자신의 혈연 캥거루 가족에게는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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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저출산�현상과�성평등:��

인구정책과�여성정책의�연계를��

위한�논의”

김인춘 l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을 살펴보고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여성정책이 전제되어야 함

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서로 괴리되어 진행됨

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전개된 결과, 두 정책간의 연계가 어려웠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미시적ㆍ기술적인 출산조절을 강

조하였을 뿐이고, 여성정책 또한 모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최

근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과 결합되고 있으나, 성

평등정책보다 출산 및 보육 지원 대책, 특히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이 주로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은 여성의 보편적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여성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여성정책의 실

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직접적 수행자인 여성의 다

양한 문제의 반영은 젠더 관점에 기반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연계

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위한 논의1)

김인춘2)

1) 이 글은 『사회과학연구』 (2008년, 16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 김인춘 최정원 공저로 실린 논

문임.
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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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직접적 수행자인 여성의 다

양한 문제의 반영은 젠더 관점에 기반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연계

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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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사회과학연구』 (2008년, 16집 1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에 김인춘 최정원 공저로 실린 논

문임.
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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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화 추세가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다른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저출산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주의 문화

에서 여성의 출산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출산장려정

책이 바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조절은 출산 조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인구, 즉 출산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정책은 이미 1962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인구적인 측면의 

정책이었을 뿐, 출산의 모체가 되는 여성 및 모성을 고려한 정책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생물학적 출산을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은 젠더 관점이 개입되지 않

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포함하거나 연계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본질적으로 인구정책인 동시에 여성정책이기도 하다. 출산과 여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여성정책은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성보호정

책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전제 하에,

한국은 그동안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서로 괴리되어 진행됨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4)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여성정책과

의 연계성 하에서 살펴봄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은 성평등 관점이 내재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5) 이를 위해 먼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인구정책을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분석･평가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성평등과 모성보호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얼마나 

4)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을 의미하며 인구성장ㆍ억제정책, 인구분산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이 포

함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성장ㆍ억제정책에 국한한 정부정책만을 다루기로 한다. 또한 이 연구

는 한국의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현재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

다.
5) 이 연구에서 여성정책이란 출산, 육아, 여성의 지위와 권리 등,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

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란 모성보호관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특정 정책이 두 정책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에서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2005년 현재 1.0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3)은 한국의 인구변

화 양상이 이미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변하고 1960년대의 과다출산 문제가 이제

는 저출산 문제로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의 경험이 아직

도 생생한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모순적이기까지 하

다. UN과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까지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2.4%로 세계 최하위

권에 속하게 되며,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일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불과하다고 한다(연합뉴스 2006년 12월 13일자). 이러한 상황은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미약한 실정이다.

〈표 1〉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국가 미국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폴란드 한국 OECD 평균

TFR 2.01 1.89 1.72 1.64 1.32 1.31 1.25 1.24 1.08 1.60

주: 한국은 2005년, 다른 국가 및 OECD 평균은 2002년 기준임.
출처: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일부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황금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부양해야 할 유･노년 인구가 감소하고 중･장년층(35-64세)의 비중이 확대

되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장기호황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였던 시기의 일본과 미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2년 7월 11일자). 많

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한국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높임으로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출산 가능한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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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령화 추세가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다른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으나,

저출산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족주의 문화

에서 여성의 출산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출산장려정

책이 바로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조절은 출산 조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인구, 즉 출산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정책은 이미 1962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인구적인 측면의 

정책이었을 뿐, 출산의 모체가 되는 여성 및 모성을 고려한 정책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생물학적 출산을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은 젠더 관점이 개입되지 않

았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포함하거나 연계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본질적으로 인구정책인 동시에 여성정책이기도 하다. 출산과 여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여성정책은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성보호정

책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전제 하에,

한국은 그동안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서로 괴리되어 진행됨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4)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여성정책과

의 연계성 하에서 살펴봄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은 성평등 관점이 내재되어야 함을 강

조한다.5) 이를 위해 먼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인구정책을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분석･평가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성평등과 모성보호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얼마나 

4)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을 의미하며 인구성장ㆍ억제정책, 인구분산정책, 인구자질향상정책이 포

함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성장ㆍ억제정책에 국한한 정부정책만을 다루기로 한다. 또한 이 연구

는 한국의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현재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한 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

다.
5) 이 연구에서 여성정책이란 출산, 육아, 여성의 지위와 권리 등,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

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란 모성보호관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특정 정책이 두 정책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에서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제

기되고 있다. 2005년 현재 1.0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3)은 한국의 인구변

화 양상이 이미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변하고 1960년대의 과다출산 문제가 이제

는 저출산 문제로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의 경험이 아직

도 생생한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 모순적이기까지 하

다. UN과 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까지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2.4%로 세계 최하위

권에 속하게 되며,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일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불과하다고 한다(연합뉴스 2006년 12월 13일자). 이러한 상황은 

인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미약한 실정이다.

〈표 1〉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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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R 2.01 1.89 1.72 1.64 1.32 1.31 1.25 1.24 1.08 1.60

주: 한국은 2005년, 다른 국가 및 OECD 평균은 2002년 기준임.
출처: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일부에서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황금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부양해야 할 유･노년 인구가 감소하고 중･장년층(35-64세)의 비중이 확대

되는 한국의 인구구조가, 장기호황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였던 시기의 일본과 미국의 

인구구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02년 7월 11일자). 많

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한국 등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높임으로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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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낮아졌고 인구의 안정기에 도달하였다. 서구 유럽국가들의 인구변천이 150년

-200년이 걸린데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친 셈이다.

〈표 2〉한국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년도 1960 1970 1974 1983 1985 1987 1996 1999 2001 2002 2005

합계

출산율
6.0 4.5 3.6 2.08 1.67 1.6 1.71 1.42 1.3 1.17 1.08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한국과 같이 전통사회의 다산다사 상태에서 근대 산업사회의 소산소사 상태로 이

행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인구변천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출산

율 저하 현상이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1983년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율과 저사망율 모두가 필요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저사망율보다는 

저출산율이 더욱 적극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경이 되면 65세 노령인구의 증가율이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감소율보다 높아져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구성렬 

2004; 이인재 2005).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직접적인 인구학적 원인은 혼인연령의 상승 및 

혼인율 저하와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 만혼화는 만산화로 이어짐으로써 기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70년 이후 2000년까지는 나이

별 출산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저하되어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의 수가 증가되었

음에도 출산아 수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0년 이후는 나이별 출산율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아도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아 수가 감소하

고 있다(구성열 2004).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구학적 원인 뒤에는 저출산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유발 요인으로 소득,

여성정책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사회적 당위성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6)과 저출산 현상

한국은 10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전 과정을 지나왔다. 1910년

-1945년 시기에는 사망률이 낮아지고 인구성장이 빨라지면서 인구 압력이 커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구현상을 경험하였다.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45-1960

년 사이에는 해외와 북한 인구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하락 및 사망률 증가로 

인구가 감소하였던 반면, 종전 후 1960년까지의 베이비붐 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높

은 자연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출산력 변천기에 진입하는 1960년 이후, 전통적으로 

높았던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사망률도 다시 지속적으로 낮아

졌다. 그러나 출생률의 저하속도가 더욱 빨라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출산력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력 변천과 함께 인구변천

을 마치게 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 매우 빠른 출산율 하락을 보였는데 

198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7명, 1999년에는 1.42명으로 감소하고, 2001년에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사망력 역시 1960년 이후 계속 점진적

으로 하락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었다(구

성열 2004). 

이렇게 볼 때 한국 인구변천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 초의 고출산ㆍ

고사망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불과 70-80년 동안에 인구변천을 거의 

마쳤다는 특징을 갖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이미 선진국 수

6) 인구변천이란 산업화와 더불어 발생한 사망률과 출생률의 저하에 따른 인구성장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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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낮아졌고 인구의 안정기에 도달하였다. 서구 유럽국가들의 인구변천이 150년

-200년이 걸린데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모든 단계를 마친 셈이다.

〈표 2〉한국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년도 1960 1970 1974 1983 1985 1987 1996 1999 2001 2002 2005

합계

출산율
6.0 4.5 3.6 2.08 1.67 1.6 1.71 1.42 1.3 1.17 1.08

출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한국과 같이 전통사회의 다산다사 상태에서 근대 산업사회의 소산소사 상태로 이

행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인구변천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출산

율 저하 현상이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1983년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의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율과 저사망율 모두가 필요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저사망율보다는 

저출산율이 더욱 적극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경이 되면 65세 노령인구의 증가율이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감소율보다 높아져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다(구성렬 

2004; 이인재 2005).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직접적인 인구학적 원인은 혼인연령의 상승 및 

혼인율 저하와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에 있다. 만혼화는 만산화로 이어짐으로써 기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70년 이후 2000년까지는 나이

별 출산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저하되어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의 수가 증가되었

음에도 출산아 수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0년 이후는 나이별 출산율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아도 가임연령층 여성인구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아 수가 감소하

고 있다(구성열 2004).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구학적 원인 뒤에는 저출산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유발 요인으로 소득,

여성정책의 목표와 부합되는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사회적 당위성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이 고려

되어야 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6)과 저출산 현상

한국은 10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구변천의 전 과정을 지나왔다. 1910년

-1945년 시기에는 사망률이 낮아지고 인구성장이 빨라지면서 인구 압력이 커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구현상을 경험하였다.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던 1945-1960

년 사이에는 해외와 북한 인구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하락 및 사망률 증가로 

인구가 감소하였던 반면, 종전 후 1960년까지의 베이비붐 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높

은 자연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출산력 변천기에 진입하는 1960년 이후, 전통적으로 

높았던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사망률도 다시 지속적으로 낮아

졌다. 그러나 출생률의 저하속도가 더욱 빨라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출산력이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져 출산력 변천과 함께 인구변천

을 마치게 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 매우 빠른 출산율 하락을 보였는데 

198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7명, 1999년에는 1.42명으로 감소하고, 2001년에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사망력 역시 1960년 이후 계속 점진적

으로 하락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었다(구

성열 2004). 

이렇게 볼 때 한국 인구변천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 초의 고출산ㆍ

고사망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불과 70-80년 동안에 인구변천을 거의 

마쳤다는 특징을 갖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력과 사망력이 이미 선진국 수

6) 인구변천이란 산업화와 더불어 발생한 사망률과 출생률의 저하에 따른 인구성장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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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자녀관에서 소자녀관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출산을 가족 또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만혼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된 독신자 비율(비혼화) 역시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

에서 출생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 엄마

되는‘기쁨’보다 ‘부담’이 훨씬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는 사회에서 출산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기는 어렵다(손승영 2005). 

저출산이 인구문제로 이해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저출산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

에 안게 되어 개인이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보다 중요

한 점은 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부담 문제가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으로 부양부담, 즉 보살핌 노동(care work)은 여성의 몫이었고, 여성의 평균기대수

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고령화는 임금노동과 보살핌노동으로 여성

의 이중부담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2. 인구정책과 여성정책: 출산장려 모형과 성평등 모형

인구정책은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발달한 국가

일수록 인구정책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Chesnais 1996; 손승영 2005), 이는 젠더 관점이 인구정책

에 반영된 결과, 성평등, 여성고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제도화

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수

준이 낮은 개발도상 국가들과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모두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이다

(Gauthier 1996; Sainsbury 1999; Meyers, et al. 2001). 이들에 의하면 국가가 제

자녀, 가치관, 사회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Leibenstein 1957; Blau & Robins 

1989; OECD 2001; Andersson 2002; 마쓰타니 2005). 소득의 증대와 교육 수준

의 증가는 출산력을 억제시키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데(Leibenstein 1957; 마쓰타

니 2005), 이는 부모가 자녀를 소득원이나 노후부양자로 간주할 때 자녀의 효용성

은 증가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효용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

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원이나 노후부양

자로서의 자녀의 효용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학력 및 사회ㆍ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독립성이 커짐에 따라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혼인율이 저하

되는 한편, 출산ㆍ육아에 따른 직ㆍ간접비용은 증가하므로 유배우 출산율이 저하되

는 것이다. 출산ㆍ육아에 따른 간접비용, 즉 기회비용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많을

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가 될수록 커진다. 직접

비용 역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 등 인적자본이 중요해지고 그 결과 자녀

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7)

이에 더하여 가사책임의 편중과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육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

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은 혼인과 출산의 지연 내지 보류로 이어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도하였다.8)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을 

느끼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통계청, 2005), 보육시설의 활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lau & Robins 1989:287-299)와 여성이 일

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율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던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이 크게 약화되고 양성 평등적 자녀관이 확대됨에 

7)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자녀양육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들이 

향후 출산 의사가 없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부담(28.0%)’‘경제력이 없어서(27.8%)’
‘양육비 부담(13.3%)’순으로 나타났다(장혜경ㆍ이미정ㆍ김경미ㆍ김영란, 2004).

8)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취업중단 이유

로 ‘자녀 양육’이 64.9%, ‘출산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12.6%, ‘가사일 전념’이 8.4%로 나타나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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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자녀관에서 소자녀관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출산을 가족 또는 사회적 책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만혼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된 독신자 비율(비혼화) 역시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

에서 출생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 엄마

되는‘기쁨’보다 ‘부담’이 훨씬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는 사회에서 출산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기는 어렵다(손승영 2005). 

저출산이 인구문제로 이해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저출산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

에 안게 되어 개인이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보다 중요

한 점은 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부담 문제가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으로 부양부담, 즉 보살핌 노동(care work)은 여성의 몫이었고, 여성의 평균기대수

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고령화는 임금노동과 보살핌노동으로 여성

의 이중부담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2. 인구정책과 여성정책: 출산장려 모형과 성평등 모형

인구정책은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이 발달한 국가

일수록 인구정책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Chesnais 1996; 손승영 2005), 이는 젠더 관점이 인구정책

에 반영된 결과, 성평등, 여성고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제도화

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출산율이 양의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평등 수

준이 낮은 개발도상 국가들과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모두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성평등 수준이 중간인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U자형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이다

(Gauthier 1996; Sainsbury 1999; Meyers, et al. 2001). 이들에 의하면 국가가 제

자녀, 가치관, 사회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Leibenstein 1957; Blau & Robins 

1989; OECD 2001; Andersson 2002; 마쓰타니 2005). 소득의 증대와 교육 수준

의 증가는 출산력을 억제시키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데(Leibenstein 1957; 마쓰타

니 2005), 이는 부모가 자녀를 소득원이나 노후부양자로 간주할 때 자녀의 효용성

은 증가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들의 효용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

년대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원이나 노후부양

자로서의 자녀의 효용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여성의 학력 및 사회ㆍ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독립성이 커짐에 따라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혼인율이 저하

되는 한편, 출산ㆍ육아에 따른 직ㆍ간접비용은 증가하므로 유배우 출산율이 저하되

는 것이다. 출산ㆍ육아에 따른 간접비용, 즉 기회비용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많을

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가 될수록 커진다. 직접

비용 역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 등 인적자본이 중요해지고 그 결과 자녀

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7)

이에 더하여 가사책임의 편중과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육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

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은 혼인과 출산의 지연 내지 보류로 이어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유도하였다.8)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을 

느끼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통계청, 2005), 보육시설의 활용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lau & Robins 1989:287-299)와 여성이 일

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가치관의 변화 역시 출산율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쳤던 전통적 남아선호 사상이 크게 약화되고 양성 평등적 자녀관이 확대됨에 

7)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자녀양육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들이 

향후 출산 의사가 없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교육비 부담(28.0%)’‘경제력이 없어서(27.8%)’
‘양육비 부담(13.3%)’순으로 나타났다(장혜경ㆍ이미정ㆍ김경미ㆍ김영란, 2004).

8) 여성가족부의 2004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유자녀 여성의 취업중단 이유

로 ‘자녀 양육’이 64.9%, ‘출산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12.6%, ‘가사일 전념’이 8.4%로 나타나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여성가족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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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종속시켜왔는데, 효율성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근대 산업사회의 생산중심적이

고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그 배경이 되었다. 국가발전에의 기여는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의 혜택은 공식적인 경제활동 분야에서 일하는 여

성으로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적영역의 여성들은 소외되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도구주의

적 여성관’은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등 최근의 여성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출산과 보육이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일 

뿐, 그 자체가 갖는 가치는 인지되기 어렵다(양현아 2005). 그러나 보육과 여성의 

관계를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한, 가정주부 

역시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보살핌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보살핌노동 자체를 회피하거나 시장노동을 통한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는 물론 현재의 발전론적이고 도구주의적 관점의 출산정

책은 저출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 여성의 상대적 빈곤, 차별, 배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성평등적 관점의 출산장려정책이 요청된다.

인구정책이 성평등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생산 및 복지체제를 변화시키고 국가페미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국가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

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다(Lovenduski 2005; Mazur 2002; Stetson & Mazur 1995; Hernes 1987). 스웨

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강한 국가페미니즘으로 분류된다. 이 나라들의 제도는 여성

정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정책과정에서 여성주의자의 접근이 매우 용이

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테레사 쿨라빅 외 2000:174). 또한 이 나라들은 사회적 

평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국가는 평등전략에 대한 적절한 감시자라는 것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된다(테레사 쿨라빅 외 2000:175).

공하는 가족복지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들과 두 가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로 구분된다.

Gauthier(1996)는 국가의 양육지원 체계와 여성경제활동지원 체계는 인구의 증감현

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 성역할의 분리 또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

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여 출산장려모형

(pro-natalist model),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조하는 전통모형(pro-traditional 

model), 성평등모형(pro-egalitarian model), 비개입모형(non-interventionist model)

으로 구분하였다(Gauthier 1996; 장지연 외 2005:7).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출산장려모형과 성평등모형이다. 출산장려모형은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형식 및 방향과 유사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평등모형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모형은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갖

고 있으면서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로 

여성(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Meyers, et al. 2001). 양육수당 

등을 통해서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는 일정 정도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의 담당자

는 여성인 것으로 간주된다(장지연 외 2005:19). 

반면, 성평등모형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공보육체계와 강한 모성휴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Meyer, et al. 2001). 이 

모형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 노동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 성평등적 시각에 근거하여 누구나 보살핌제공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

문에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약화되고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도 진전된

다(장지연 외 2005:19). 따라서 성평등모형은 인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적,

성평등적 함의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여성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구현상,

즉 출산율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대부분 도구주의

적(instrumental) 관점에서 여성문제에 개입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는 여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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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종속시켜왔는데, 효율성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근대 산업사회의 생산중심적이

고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그 배경이 되었다. 국가발전에의 기여는 생산 영역에서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책의 혜택은 공식적인 경제활동 분야에서 일하는 여

성으로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적영역의 여성들은 소외되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도구주의

적 여성관’은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등 최근의 여성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출산과 보육이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일 

뿐, 그 자체가 갖는 가치는 인지되기 어렵다(양현아 2005). 그러나 보육과 여성의 

관계를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한, 가정주부 

역시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보살핌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보살핌노동 자체를 회피하거나 시장노동을 통한 사회적 보상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는 물론 현재의 발전론적이고 도구주의적 관점의 출산정

책은 저출산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 여성의 상대적 빈곤, 차별, 배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성평등적 관점의 출산장려정책이 요청된다.

인구정책이 성평등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중심으로 

구축된 한국의 생산 및 복지체제를 변화시키고 국가페미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 국가페미니즘은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

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다(Lovenduski 2005; Mazur 2002; Stetson & Mazur 1995; Hernes 1987). 스웨

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강한 국가페미니즘으로 분류된다. 이 나라들의 제도는 여성

정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정책과정에서 여성주의자의 접근이 매우 용이

한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테레사 쿨라빅 외 2000:174). 또한 이 나라들은 사회적 

평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국가는 평등전략에 대한 적절한 감시자라는 것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된다(테레사 쿨라빅 외 2000:175).

공하는 가족복지와 양육지원의 체계에 따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둘 

다 낮은 국가들과 두 가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로 구분된다.

Gauthier(1996)는 국가의 양육지원 체계와 여성경제활동지원 체계는 인구의 증감현

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태도, 성역할의 분리 또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

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여 출산장려모형

(pro-natalist model),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강조하는 전통모형(pro-traditional 

model), 성평등모형(pro-egalitarian model), 비개입모형(non-interventionist model)

으로 구분하였다(Gauthier 1996; 장지연 외 2005:7). 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출산장려모형과 성평등모형이다. 출산장려모형은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형식 및 방향과 유사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평등모형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모형은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갖

고 있으면서 수당이나 세제를 통해서 여성의 양육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로 

여성(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Meyers, et al. 2001). 양육수당 

등을 통해서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는 일정 정도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 보살핌노동의 담당자

는 여성인 것으로 간주된다(장지연 외 2005:19). 

반면, 성평등모형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와 같이 공보육체계와 강한 모성휴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Meyer, et al. 2001). 이 

모형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 노동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 성평등적 시각에 근거하여 누구나 보살핌제공자가 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

문에 시장노동과 보살핌노동의 성별분업이 약화되고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도 진전된

다(장지연 외 2005:19). 따라서 성평등모형은 인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적,

성평등적 함의까지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여성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구현상,

즉 출산율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는 대부분 도구주의

적(instrumental) 관점에서 여성문제에 개입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는 여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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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홍문식 1998: 188).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매 

기간별로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목표치를 정하여 피임보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사

업을 통해 무료 보급을 원칙으로 피임방법을 보급하였다.

홍보교육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피임수용의 

증대와 출산율 저하의 출발점이므로 가족계획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선결조건이었다. 1965년까지는 포스터와 같은 간단한 홍보물을 활용하여‘가족계

획’또는 소자녀관을 계몽하였으며, 1966년-1970년에는 소자녀에 대한 여론 형성과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안명옥 2004: 17). 이러한 피

임보급 사업 및 홍보를 통해 정부는 출산조절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은 10여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 6.0

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4.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인구정책은 국가발

전 차원에서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

의 입장은 도외시되었다.

출산억제정책은 1970년대에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피임보급 활동이 한층 

강화되었고, 부녀자 중심에서 남성층으로, 그리고 예비군, 산업근로자, 대학생 등 각

종 사회집단으로 확대하여 피임 및 두자녀 규범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박영창 

2005: 23). 한편, 1970년대에 출산억제를 위한 사회지원정책이 처음 실시되었다.

1974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인적공제를 3자녀까지로 제한하였다가 1977년에는 

2자녀로 제한하였고 1978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자녀 불임수용자에게 

공공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했다(홍문식 외 1993: 149-150).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증가율은 1978년 1.53%, 1979년 1.57%, 1980년 

1.57%, 1981년 1.56%로 정체 상태를 보여 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이에 정부는 기존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더욱 강

화하였다. 특히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고 소자녀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1981년 ‘제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통계청 2002: 7). 출산억제정책은 종전보다 더 강력해서‘하나 낳기 운동’이 전개되

었고, 사회지원 시책도 한층 강화되었다. 두 자녀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3. 한국의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시기별 분석  

한국의 인구변천에 관한 시기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논문

에서는 인구변천에 따른 인구정책 변화의 주요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출산억제정책이 본격화되었던 1962년-1983년의 시기, 인구정책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부재하였던 1983년-2002년의 

시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3년 이후의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인구문제에 개입해 왔고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어떤 연계를 가져왔는지를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한다.

1.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불연속: 1962년-1983년

 1) 미시적 출산조절정책의 성공

1960년대 초 한국은 연평균 약 3%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1인당 

GNP는 100달러 미만의 수준으로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이

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함께 출산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시 보편화되고 있던 출산억제 

욕구를 실현시켜 초기의 출산력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이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억제

정책이 지속되었다.9) 1970년대에 나타났던 세계적인 인구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범국민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1965년까지 제

도의 구비, 인력ㆍ장비 보강 등을 거쳐 1966년부터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은 피임보급 사업과 출산저하를 위한 홍보교육활동 등, 출

9) 인구압박 요인의 해소 및 경제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었던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에 공식적인 출범

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가 서울시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1961
년에는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설되었다.(홍문식외, 199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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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홍문식 1998: 188).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매 

기간별로 출산율과 인구증가율 목표치를 정하여 피임보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사

업을 통해 무료 보급을 원칙으로 피임방법을 보급하였다.

홍보교육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피임수용의 

증대와 출산율 저하의 출발점이므로 가족계획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선결조건이었다. 1965년까지는 포스터와 같은 간단한 홍보물을 활용하여‘가족계

획’또는 소자녀관을 계몽하였으며, 1966년-1970년에는 소자녀에 대한 여론 형성과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안명옥 2004: 17). 이러한 피

임보급 사업 및 홍보를 통해 정부는 출산조절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은 10여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1960년에는 합계출산율 6.0

명이던 것이 1970년에는 4.5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인구정책은 국가발

전 차원에서 경제개발 계획의 일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

의 입장은 도외시되었다.

출산억제정책은 1970년대에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피임보급 활동이 한층 

강화되었고, 부녀자 중심에서 남성층으로, 그리고 예비군, 산업근로자, 대학생 등 각

종 사회집단으로 확대하여 피임 및 두자녀 규범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박영창 

2005: 23). 한편, 1970년대에 출산억제를 위한 사회지원정책이 처음 실시되었다.

1974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인적공제를 3자녀까지로 제한하였다가 1977년에는 

2자녀로 제한하였고 1978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자녀 불임수용자에게 

공공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했다(홍문식 외 1993: 149-150).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증가율은 1978년 1.53%, 1979년 1.57%, 1980년 

1.57%, 1981년 1.56%로 정체 상태를 보여 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각년도). 이에 정부는 기존의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더욱 강

화하였다. 특히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고 소자녀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1981년 ‘제5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인구증가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통계청 2002: 7). 출산억제정책은 종전보다 더 강력해서‘하나 낳기 운동’이 전개되

었고, 사회지원 시책도 한층 강화되었다. 두 자녀 가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3. 한국의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시기별 분석  

한국의 인구변천에 관한 시기 구분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논문

에서는 인구변천에 따른 인구정책 변화의 주요 시점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출산억제정책이 본격화되었던 1962년-1983년의 시기, 인구정책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부재하였던 1983년-2002년의 

시기,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3년 이후의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인구문제에 개입해 왔고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어떤 연계를 가져왔는지를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한다.

1.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불연속: 1962년-1983년

 1) 미시적 출산조절정책의 성공

1960년대 초 한국은 연평균 약 3%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1인당 

GNP는 100달러 미만의 수준으로 구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이

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함께 출산억제

정책인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시 보편화되고 있던 출산억제 

욕구를 실현시켜 초기의 출산력 저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이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억제

정책이 지속되었다.9) 1970년대에 나타났던 세계적인 인구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범국민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1965년까지 제

도의 구비, 인력ㆍ장비 보강 등을 거쳐 1966년부터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요 사업은 피임보급 사업과 출산저하를 위한 홍보교육활동 등, 출

9) 인구압박 요인의 해소 및 경제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었던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에 공식적인 출범

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1960년에는 대한어머니회가 서울시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였고, 1961
년에는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창설되었다.(홍문식외, 199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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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성격은 매우 취약하였다(황정미 2001). 일관성있게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기

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정책 관련 국가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매우 주변

적이었다.또한 20여년 간에 걸친 엄청난 인구이동,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

고 인구변천과 연계되어 상응하는 여성정책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인구정책에서 여성 관점의 미비

이 시기의 출산억제정책은 1970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다자녀관, 남아선호관이라는 매우 불리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강력

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낮아져 선진국형 인구구조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구성장을 억제하여 국민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개발과 국가 부흥을 이

룬다는 인구정책 도입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억제정책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거시적인 인구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무엇

보다 1960-70년대의 인구정책은 미시적ㆍ기술적인 출산조절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었

다. 인구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출산조

절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 보육 등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또 이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조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인구정책의 목표는 단

순히 산아제한을 통한 출산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외의 목표에는 관심

을 갖지 못하였다.

1981년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인구증가억제대책에도 제도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출산이 여성의 몸과 삶에 직

접적으로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나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은 없었다. 여성은 국가정책의 필요에 의해 

도구적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다. 보육정책 역시 국가적 관심을 얻지 못하여 1960-70

년대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거의 없었고, 보수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졌다. 교육 및 계몽활동도 산아제한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건강한 가정 만들기, 양성평등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

분만급여,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범

위가 두 자녀로 제한되었다(박영창 2005: 23; 홍문식외 1993: 150). 이러한 출산억

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08에 도달할 때

까지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2) 실질적 여성정책의 부재

1960년대에 정부는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여성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표는 부재한 채 국가개발전략에 맞춰 여성에 대한 개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 시기는 가족 책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재생산활동을 사적영역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도덕적 책무로 간주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마련

되지 않았다. 1960-70년대의 부녀행정 역시 단지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한시적 보호 

및 관리･통제 사업에 한정되었다. 행정조직 단위로 이루어진 부녀지도사업은 출산억

제 중심의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약 및 피임시술의 보급, 새마을 

부녀회 활동 등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여성조직은 대부분 재건부녀회, 가족계획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와 같

이 위로부터 조직ㆍ운영되던 것으로 정부의 관리 하에 움직였으며, 국가사업과 온건

한 사회봉사활동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정미 1999; 배은경 1999).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성격이 다른 대도시 중산층 

여성 중심의 민간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의 여성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0)

이 시기에 여성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인식도 매우 열악

하였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은 성별위계에 따라 차별적이었으며 여성은 주로 

저임금ㆍ단순노동에 동원되었다. 1973년부터 미혼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장교실, 근로

여성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교양교육과 부덕 함양이 주목적이었고 직업

10) 그러나 이들은 가족법개정 운동 등과 같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며 여성문제

에 대한 인식정립을 모색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의 여성정책 전환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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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성격은 매우 취약하였다(황정미 2001). 일관성있게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기

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정책 관련 국가기구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매우 주변

적이었다.또한 20여년 간에 걸친 엄청난 인구이동,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

고 인구변천과 연계되어 상응하는 여성정책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인구정책에서 여성 관점의 미비

이 시기의 출산억제정책은 1970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다자녀관, 남아선호관이라는 매우 불리한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강력

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낮아져 선진국형 인구구조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구성장을 억제하여 국민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개발과 국가 부흥을 이

룬다는 인구정책 도입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억제정책은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하나로 출발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거시적인 인구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무엇

보다 1960-70년대의 인구정책은 미시적ㆍ기술적인 출산조절정책에만 국한되어 있었

다. 인구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출산조

절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 보육 등 여성과 관련된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또 이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조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인구정책의 목표는 단

순히 산아제한을 통한 출산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 외의 목표에는 관심

을 갖지 못하였다.

1981년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인구증가억제대책에도 제도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출산이 여성의 몸과 삶에 직

접적으로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나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은 없었다. 여성은 국가정책의 필요에 의해 

도구적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다. 보육정책 역시 국가적 관심을 얻지 못하여 1960-70

년대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거의 없었고, 보수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이 보육과 교육을 책임졌다. 교육 및 계몽활동도 산아제한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건강한 가정 만들기, 양성평등의 가족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나 계몽

분만급여,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범

위가 두 자녀로 제한되었다(박영창 2005: 23; 홍문식외 1993: 150). 이러한 출산억

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08에 도달할 때

까지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2) 실질적 여성정책의 부재

1960년대에 정부는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여성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표는 부재한 채 국가개발전략에 맞춰 여성에 대한 개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 시기는 가족 책임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재생산활동을 사적영역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도덕적 책무로 간주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마련

되지 않았다. 1960-70년대의 부녀행정 역시 단지 취약여성을 대상으로 한시적 보호 

및 관리･통제 사업에 한정되었다. 행정조직 단위로 이루어진 부녀지도사업은 출산억

제 중심의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임약 및 피임시술의 보급, 새마을 

부녀회 활동 등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여성조직은 대부분 재건부녀회, 가족계획어머니회, 새마을부녀회와 같

이 위로부터 조직ㆍ운영되던 것으로 정부의 관리 하에 움직였으며, 국가사업과 온건

한 사회봉사활동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정미 1999; 배은경 1999).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성격이 다른 대도시 중산층 

여성 중심의 민간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의 여성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10)

이 시기에 여성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인식도 매우 열악

하였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은 성별위계에 따라 차별적이었으며 여성은 주로 

저임금ㆍ단순노동에 동원되었다. 1973년부터 미혼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장교실, 근로

여성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지만 교양교육과 부덕 함양이 주목적이었고 직업

10) 그러나 이들은 가족법개정 운동 등과 같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며 여성문제

에 대한 인식정립을 모색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의 여성정책 전환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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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이나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출산장려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7년에는 산전후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60일로 하는 모성보호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

보호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신인

구정책은 재정 지원과 인식의 부족으로 미온적 정책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거

의 없었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2003년까지도 인구증가억제정책 시기의 정책과 제도들이 잔존하

고 있었다(박영창 2005:115).

따라서 이 시기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산만한 정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오

히려 저출산을 심화시켰다. 1984년에는 저출산 사회로,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02년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던 점은 이 시기의 인구정책이 환경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전환이 신속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여성정책의 발전

반면, 1980년대는 여성정책의 지평 자체가 바뀌는 시기였다. 피상적이지만 성평

등을 명시적 목표로 삼는 여성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여성의 평등권과 삶의 질 향상이 

독자적인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1991)에 여성발전 계획이 최초로 통합된 이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1992-1996)에서는 최초로 여성개발부문을 독립부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아래로부터의 여성 단체들이 급격히 성장하여 여성운동을 크게 

발전시켰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1980

12) 여기에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ㆍ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평등한 가부장제도와 남아선호사상을 오히려 조장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는 산아제한을 위한 출산억제정책만 존재

했을 뿐, 거시적이고 균형적인 인구정책이나 여성관점의 인구정책은 부재했으며, 여

성정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여성정책과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았다.

2.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불균형 : 1983년-2002년 

 1) 실질적 인구정책의 부재

1980년대는 1983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출산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박영창 2005:23). 피임수

용자에 대한 보상 등 가족계획사업의 합법적 정부지원을 모자보건법에 포함하도록 

개정(1986년)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오면 더 이상의 출산억제정

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전의 출산억제 노력을 철회한 상태에서 출산율의 추

세를 관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정책의 목표도 출산억제로부터 모성보건의 증

진, 인구자질 향상, 가족복지 증진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홍보교

육활동은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구체적인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으로 성격이 변모하였다(홍문식외 1993: 149).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된 인구

정책들은 미온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 시행되지는 못하

였다. 인구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화된 인구실태를 주도적으로 이끌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1996년까지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

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11)

1996년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발표하였다.12)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11) 예컨대 1989년까지 무료피임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점, 산아제한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인적 공제 범

위를 2자녀로 제한하는 규정을 1994년까지 그대로 존속했었던 점, 일반예비군, 동원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 불임수술을 받을 경우, 일정시간의 교육을 면제해 주었던 점 등은 실제로는 지원의 내용이 유명무실해

진 시책들이거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예들이다(홍문식 외 1993:150-151).



저
출

산
 현

상
에

 대
한

 여
성

주
의

적
 접

근

331

불균형이나 인구감소를 우려하여 출산장려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7년에는 산전후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기간을 60일로 하는 모성보호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

보호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신인

구정책은 재정 지원과 인식의 부족으로 미온적 정책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거

의 없었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으며 2003년까지도 인구증가억제정책 시기의 정책과 제도들이 잔존하

고 있었다(박영창 2005:115).

따라서 이 시기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산만한 정책으로 대처함으로써 오

히려 저출산을 심화시켰다. 1984년에는 저출산 사회로,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02년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던 점은 이 시기의 인구정책이 환경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전환이 신속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여성정책의 발전

반면, 1980년대는 여성정책의 지평 자체가 바뀌는 시기였다. 피상적이지만 성평

등을 명시적 목표로 삼는 여성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여성의 평등권과 삶의 질 향상이 

독자적인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87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1991)에 여성발전 계획이 최초로 통합된 이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1992-1996)에서는 최초로 여성개발부문을 독립부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아래로부터의 여성 단체들이 급격히 성장하여 여성운동을 크게 

발전시켰다.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1980

12) 여기에는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ㆍ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 가족보건 및 복지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평등한 가부장제도와 남아선호사상을 오히려 조장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는 산아제한을 위한 출산억제정책만 존재

했을 뿐, 거시적이고 균형적인 인구정책이나 여성관점의 인구정책은 부재했으며, 여

성정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여성정책과의 연계도 가능하지 않았다.

2.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불균형 : 1983년-2002년 

 1) 실질적 인구정책의 부재

1980년대는 1983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인 출산억제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박영창 2005:23). 피임수

용자에 대한 보상 등 가족계획사업의 합법적 정부지원을 모자보건법에 포함하도록 

개정(1986년)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오면 더 이상의 출산억제정

책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전의 출산억제 노력을 철회한 상태에서 출산율의 추

세를 관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정책의 목표도 출산억제로부터 모성보건의 증

진, 인구자질 향상, 가족복지 증진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홍보교

육활동은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구체적인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으로 성격이 변모하였다(홍문식외 1993: 149).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된 인구

정책들은 미온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 시행되지는 못하

였다. 인구정책 기조가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화된 인구실태를 주도적으로 이끌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1996년까지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유

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11)

1996년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인구정책’을 발표하였다.12)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11) 예컨대 1989년까지 무료피임사업을 계속하였다는 점, 산아제한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인적 공제 범

위를 2자녀로 제한하는 규정을 1994년까지 그대로 존속했었던 점, 일반예비군, 동원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 불임수술을 받을 경우, 일정시간의 교육을 면제해 주었던 점 등은 실제로는 지원의 내용이 유명무실해

진 시책들이거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시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예들이다(홍문식 외 1993: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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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시급한 성평등 의제를 강조함으로써 모성보호 등 다른 여성정책과의 연계나 

협력에서 한계를 보였다.

 3)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개별화 

이 시기의 인구정책의 문제는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동

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효를 

얻기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이 1983년에 이미 인구

대체 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급락하는 출산율 추세를 감안하면, 1980년대 초

에 출산억제정책을 종결하고 모성 및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함께 인구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1996년에 이르기까지 인

구정책은 방향을 갖지 못했으며 1996년 도입된 신인구정책 역시 유명무실함으로써 

이 시기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의 부재기였다.

출산억제정책은 경제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고 출산억제라는 부분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전환에 실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소득과 교육수준은 출산력과 반비례의 관계인데, 한국은 1970-80년

대에 국민소득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출산율의 지속

적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

이다. 이 시기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수용해야 했지만 한국은 산아

제한에 의한 출산억제정책 외에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미비했다.

이 시기 인구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여성정책, 즉, 출산의 당사자이자 보육을 책

임진 여성과 연계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고

용평등, 모성보호, 성평등 정책이 적어도 법ㆍ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였다. 이처

럼 여성정책이 활성화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은 여성정책과의 연계나 

통합을 시도하지 못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제도를 처음 도

입하고 여성의 일과 출산의 조화를 꾀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

년대-1990년대 여성문제 관련법의 제ㆍ개정운동으로 이어져 여성정책의 현실적 변

화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황정미 2005)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정책에 남

녀평등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남녀고

용평등법의 제정(1987년)과 개정(1989년) 및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은 여성의 평

등한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규정한 중요한 입법이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

구도 1980년대에 처음 설립되었다.13)

구체적인 여성정책은 1990년대에 확대되었다.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잇

달아 제정되었고14) 체계화된 법률에 입각해 여성정책이 입안,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

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하여 여성정책을 넘어 일반

정책에서도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정책 전담기구도 확장되었는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1998),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를 거쳐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이로

써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실현되고 성평등적 여성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 

차원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은 다른 정책과의 조율이나 지원을 제

대로 받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

다는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정부는 다

분히 수단적, 또는 정치적으로 여성을 인식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발

전한 여성운동과 성평등 의식에도 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였고, 상대

적으로 진보적 정치사회 환경에서 소수의 급진적 여성운동이 주도하여 발전한 여성

13) 1983년에는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구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한국

여성개발원이 만들어졌고 1988년에는 정무장관실이 설립되었다.
14) 가족법(1990),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993), 윤락행위방지법 (1995), 영유아보육법

(1991),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법(1999)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1995, 1999) 개정으로 

여성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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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시급한 성평등 의제를 강조함으로써 모성보호 등 다른 여성정책과의 연계나 

협력에서 한계를 보였다.

 3)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개별화 

이 시기의 인구정책의 문제는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동

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효를 

얻기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이 1983년에 이미 인구

대체 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급락하는 출산율 추세를 감안하면, 1980년대 초

에 출산억제정책을 종결하고 모성 및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와 함께 인구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1996년에 이르기까지 인

구정책은 방향을 갖지 못했으며 1996년 도입된 신인구정책 역시 유명무실함으로써 

이 시기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의 부재기였다.

출산억제정책은 경제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고 출산억제라는 부분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전환에 실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소득과 교육수준은 출산력과 반비례의 관계인데, 한국은 1970-80년

대에 국민소득과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출산율의 지속

적 감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

이다. 이 시기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수용해야 했지만 한국은 산아

제한에 의한 출산억제정책 외에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미비했다.

이 시기 인구정책의 또 다른 문제는 여성정책, 즉, 출산의 당사자이자 보육을 책

임진 여성과 연계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고

용평등, 모성보호, 성평등 정책이 적어도 법ㆍ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기였다. 이처

럼 여성정책이 활성화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은 여성정책과의 연계나 

통합을 시도하지 못했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제도를 처음 도

입하고 여성의 일과 출산의 조화를 꾀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

년대-1990년대 여성문제 관련법의 제ㆍ개정운동으로 이어져 여성정책의 현실적 변

화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황정미 2005)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정책에 남

녀평등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남녀고

용평등법의 제정(1987년)과 개정(1989년) 및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은 여성의 평

등한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규정한 중요한 입법이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

구도 1980년대에 처음 설립되었다.13)

구체적인 여성정책은 1990년대에 확대되었다.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잇

달아 제정되었고14) 체계화된 법률에 입각해 여성정책이 입안,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

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하여 여성정책을 넘어 일반

정책에서도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정책 전담기구도 확장되었는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1998),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를 거쳐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이로

써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실현되고 성평등적 여성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 

차원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은 다른 정책과의 조율이나 지원을 제

대로 받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

다는 국가발전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정부는 다

분히 수단적, 또는 정치적으로 여성을 인식하였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발

전한 여성운동과 성평등 의식에도 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였고, 상대

적으로 진보적 정치사회 환경에서 소수의 급진적 여성운동이 주도하여 발전한 여성

13) 1983년에는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구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한국

여성개발원이 만들어졌고 1988년에는 정무장관실이 설립되었다.
14) 가족법(1990),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1993), 윤락행위방지법 (1995), 영유아보육법

(1991),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법(1999)의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1995, 1999) 개정으로 

여성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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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고용 확

대정책은 여성의 독립적인 평생평등노동권(성평등권)의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저출산

ㆍ고령화 사회의 노동력활용 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여성의 권익증진

과 남녀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전환되어 인구 및 가족을 

주요 정책의제로 삼고 보육정책 업무가 성평등 관련 업무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도 그 근저에는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생산인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이 

생산영역에 공급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여성을 노동

시장에 참여시키고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부로 볼 수는 있지만, 성

평등적 인구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최숙희ㆍ김정우 2006:12).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적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일로 여겨왔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공적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이 여성에게 큰 제약이 됨

에 따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원인으로 작동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

될 때 출산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것도 육아휴직제도가 인구정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인구

정책은 여성정책, 특히 모성보호, 성평등, 여성노동력 활용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여 왔다.

3.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 : 2003년-현재

정부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천명하였다.

2002년 1.17명의 합계출산율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로 더욱 낮아지고 있어 저출산‘재앙’

이 현실화되었다.15)

2006년 6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2006년

-2010년)’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 목표로 

삼고 세부사업으로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추진하

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2006년부터는 유산ㆍ사산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불임

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도 90일의 출산휴가와 임금의 100% 

급여, 그리고 부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은 여성정

책과 강하게 연계되고 있어 여성친화적, 성평등적 인구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평등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성평등적 인구정책으로 

추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의해 여성이 도구적으로, 정

15)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06년 1.13명으로 반등되었

으며, 2006년의 출생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멈추면서 6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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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고용 확

대정책은 여성의 독립적인 평생평등노동권(성평등권)의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저출산

ㆍ고령화 사회의 노동력활용 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으로 간주된다. 여성의 권익증진

과 남녀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전환되어 인구 및 가족을 

주요 정책의제로 삼고 보육정책 업무가 성평등 관련 업무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도 그 근저에는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생산인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동력이 

생산영역에 공급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여성을 노동

시장에 참여시키고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대책의 일부로 볼 수는 있지만, 성

평등적 인구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최숙희ㆍ김정우 2006:12).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적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근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전적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일로 여겨왔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공적영역에서의 성불평등이 여성에게 큰 제약이 됨

에 따라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원인으로 작동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

될 때 출산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했던 것도 육아휴직제도가 인구정책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인구

정책은 여성정책, 특히 모성보호, 성평등, 여성노동력 활용 등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여 왔다.

3.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 : 2003년-현재

정부는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천명하였다.

2002년 1.17명의 합계출산율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ㆍ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로 더욱 낮아지고 있어 저출산‘재앙’

이 현실화되었다.15)

2006년 6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2006년

-2010년)’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 목표로 

삼고 세부사업으로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추진하

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2006년부터는 유산ㆍ사산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불임

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도 90일의 출산휴가와 임금의 100% 

급여, 그리고 부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은 여성정

책과 강하게 연계되고 있어 여성친화적, 성평등적 인구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평등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성평등적 인구정책으로 

추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가나 사회의 필요에 의해 여성이 도구적으로, 정

15)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06년 1.13명으로 반등되었

으며, 2006년의 출생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멈추면서 6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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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평등한 사회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성평등과 출산을 지원하는 

성평등모델이 그것이다.

국가페미니즘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원칙을 가지고 정부 내의 제약과 여

성운동의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페미니즘이 제도화되기 전에 세계

화 정치담론 또는 경제담론의 영향으로 성평등 그 자체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흡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유연고용제도나 출산장려를 위한 일

과 가정의 조화라는 정책은 젠더 개념을 변질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 또는 

비정규직화, 임금노동과 가사의 이중노동을 여성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급진적 여성정책에 대한 역풍현상(backlash)은 페미니즘의 제도화에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정당은 물론 다양한 사회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

일과 가정의 조화라는 목표는 양성 모두 가사 및 육아를 공유하는 것에 있으며 

여성경제활동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적 성평등과 경제적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야 

한다. 즉, 양육의 사회적 분담과 평등한 노동권이 그것이다. 생산활동과 재생산활동

은 일방적으로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는 대등한 관계이다. 인구재생산이 사회구성

원의 공동책임이라면, 남성과 비출산 인구 역시 모성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공유

해야 하는 것이다(양현아 2005: 122-23). 

2. 출산장려와 성평등의 연계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한 사실

이지만 성평등과 모성보호의 여성정책이 발달된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더 이상 하락

하지 않고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성평등과 모성보호의 여성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연계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핵심인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일과 양육의 병행’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출산장

려를 위한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제 등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들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

4. 저출산 시대의 성평등정책

1. 성평등정책의 발전   

성평등정책은 여성의 진입을 막아온 공적영역에서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

라, 현재의 공사영역의 차별적 관계 및 여성의 영역으로 성별화되어 있는 사적영역을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비키 랜달 2000; 강경희 외 2005) 여성의 공적영역 진

입을 방해하는 차별 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차별 철폐 역시 중

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적영역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평가나 공사

영역이 성별화되어 있는 분업체제를 해체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은 찾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성불평등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영역을 수단화함으로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저출산과 보살핌의 공동화 현상이다. 여성차별을 가져오는 남성중심적 사회가 

변하지 않고 육아와 보살핌의 역할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어져 있는 한, 여성

은 혼인기피나 출산연기라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이재경 외 2005; 

Hochschild 1997). 

따라서 남성들을 사적영역에 통합시키는 전략이나 사적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페미니즘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여성정치의 활성화로 여성정책 

형성에 대한 여성운동의 접근 정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여성정책 의제가 공론화되었

으나 여성정책 의제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공식적인 

제도나 정책은 발달하였으나 여성정책의 실질적 집행, 국가정책 결정에의 참여 및 

경제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모성보호와 노동권, 공공보육이 보장되어 여성의 다양한 삶의 형태, 즉 비

혼, 결혼, 이혼 등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같이,

국가가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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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평등한 사회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성평등과 출산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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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장려와 성평등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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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인구대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성평등과 모성보호의 여성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연계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핵심인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일과 양육의 병행’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출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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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의 공사영역의 차별적 관계 및 여성의 영역으로 성별화되어 있는 사적영역을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비키 랜달 2000; 강경희 외 2005) 여성의 공적영역 진

입을 방해하는 차별 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차별 철폐 역시 중

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적영역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평가나 공사

영역이 성별화되어 있는 분업체제를 해체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은 찾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성불평등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영역을 수단화함으로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저출산과 보살핌의 공동화 현상이다. 여성차별을 가져오는 남성중심적 사회가 

변하지 않고 육아와 보살핌의 역할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지어져 있는 한, 여성

은 혼인기피나 출산연기라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이재경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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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성들을 사적영역에 통합시키는 전략이나 사적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가페미니즘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여성정치의 활성화로 여성정책 

형성에 대한 여성운동의 접근 정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여성정책 의제가 공론화되었

으나 여성정책 의제의 실현에 대한 국가의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공식적인 

제도나 정책은 발달하였으나 여성정책의 실질적 집행, 국가정책 결정에의 참여 및 

경제사회적 지위에서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가족가치만을 강조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모성보호와 노동권, 공공보육이 보장되어 여성의 다양한 삶의 형태, 즉 비

혼, 결혼, 이혼 등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같이,

국가가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이를 보장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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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의 재생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

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모성보호 및 육아정

책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성평등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와 취업의 병행 정책이 아니라 여성권리와 모성보호를 위한 성평등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성과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

제에 대처하는 바른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관계에서 살펴본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특수한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구정책과 여성정

책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인구정책과 여성정책간의 연계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 인구정책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반면,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전개되어야 하는 여성정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였다.

둘째, 인구정책과 여성정책 모두 모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출산이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성평등과 모성보호 등 

여성문제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여성정책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여성운동으로부터 비롯되어 민주화와 성평등을 동시에 목표로 

하여 발전하였다. 모성정책도 추구되었지만 담론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1990년대

에 와서야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6년 이후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결합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방향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출산장려와 성평등이라는 각각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얼마나 적절히 수행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출산장

려라는‘국가적’목표를 위해 여성의 성평등‘양보’를 요구한다면 두 목표는 상충적인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담론과 일부 남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한 성평등정책에 대한 역풍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

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육지원정책의 확대는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개인적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러나 여성은 여전히 양육책임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여성

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

하는 현실과 산전후 모성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의 ‘일과 양육 병행’정책은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16) 단순히 출산을 위해 여성의 노동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나, 실질적인 성평등 제도의 발전없는 출산장려정책은 장기적으로 여성에게도 사회

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국가 정책은 아동수당 지급, 불임부부 지원과 보육시설 확대 등에 집중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장려 측면만 고려한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

다. 출산장려 정책이 아동수당과 같이 양육에 있어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

되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보편적 권리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저임근로여성의 경

우, 양육수당을 노동시장 참여와 바꾸는 프랑스의 현상이 다수의 한국 비정규직 여

성노동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단순한 양육지원이 

아니라,‘성평등’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평등적 여건 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모두가 출산율 증가에 의미가 있는 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 요인은 양성평등적 여건 조성이었다.(최숙희ㆍ김정우 2006:24)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과 근본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도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16)  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2005년 한 해 동안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차별 관련 

상담(264건) 중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59.5%(임신출산해고가 31.8%, 임신출산불이익이 27.7%)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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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저출산 문제는 공동체의 재생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

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모성보호 및 육아정

책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는 성평등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와 취업의 병행 정책이 아니라 여성권리와 모성보호를 위한 성평등한 인구

정책이 요구된다.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성과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문

제에 대처하는 바른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관계에서 살펴본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특수한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구정책과 여성정

책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인구정책과 여성정책간의 연계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 인구정책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반면,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전개되어야 하는 여성정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였다.

둘째, 인구정책과 여성정책 모두 모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출산이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성평등과 모성보호 등 

여성문제에 대한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여성정책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여성운동으로부터 비롯되어 민주화와 성평등을 동시에 목표로 

하여 발전하였다. 모성정책도 추구되었지만 담론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1990년대

에 와서야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1996년 이후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결합되고 있는 최근의 정책방향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출산장려와 성평등이라는 각각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얼마나 적절히 수행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출산장

려라는‘국가적’목표를 위해 여성의 성평등‘양보’를 요구한다면 두 목표는 상충적인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담론과 일부 남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한 성평등정책에 대한 역풍은 실제로 이러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여

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육지원정책의 확대는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개인적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러나 여성은 여전히 양육책임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여성

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

하는 현실과 산전후 모성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의 ‘일과 양육 병행’정책은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16) 단순히 출산을 위해 여성의 노동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나, 실질적인 성평등 제도의 발전없는 출산장려정책은 장기적으로 여성에게도 사회

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국가 정책은 아동수당 지급, 불임부부 지원과 보육시설 확대 등에 집중되

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장려 측면만 고려한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

다. 출산장려 정책이 아동수당과 같이 양육에 있어서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

되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보편적 권리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저임근로여성의 경

우, 양육수당을 노동시장 참여와 바꾸는 프랑스의 현상이 다수의 한국 비정규직 여

성노동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출산장려를 위한 단순한 양육지원이 

아니라,‘성평등’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평등적 여건 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모두가 출산율 증가에 의미가 있는 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 요인은 양성평등적 여건 조성이었다.(최숙희ㆍ김정우 2006:24)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과 근본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도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16)  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2005년 한 해 동안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차별 관련 

상담(264건) 중 임신출산과 관련한 성차별이 59.5%(임신출산해고가 31.8%, 임신출산불이익이 27.7%)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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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의 요구나 역풍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는 성평등적 여성정

책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0-90년대에 도입된 많은 성평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더라면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정책이 본격화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성의 지위, 고용과 소득보

장, 정치영역에서의 결정권 등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은 아동수당 지원과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 등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되

어 있으나 저출산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성평등적 환경 조성임을 감안하면 

OECD 평균 수준의 성평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가페미니즘의 발전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과거의 인구정책이 성공했다고 하여 또 다른 인구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국

가의 성격과 역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너무나 경쟁적이고 여성의 의식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조차 

저출산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문화가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직접적 수행

자인 여성의 다양한 현실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성평등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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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과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의 요구나 역풍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는 성평등적 여성정

책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0-90년대에 도입된 많은 성평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더라면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정책이 본격화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성의 지위, 고용과 소득보

장, 정치영역에서의 결정권 등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은 아동수당 지원과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 등 출산장려 정책에 집중되

어 있으나 저출산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성평등적 환경 조성임을 감안하면 

OECD 평균 수준의 성평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가페미니즘의 발전이 요구된다

고 하겠다.

과거의 인구정책이 성공했다고 하여 또 다른 인구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국

가의 성격과 역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너무나 경쟁적이고 여성의 의식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조차 

저출산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문화가 내면화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직접적 수행

자인 여성의 다양한 현실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성평등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연계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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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관점에서�본�저출산대책”

신경아 l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이 글은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여성의 관점에 근거

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

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산대책의 이러

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추진기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출산대책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왔다. 참여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영유아보육

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계층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둔 저출산대책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정책도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전략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지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취학 연령 조정, 노동유연성 확대와 해외인

력 유치를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도구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인력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낙태불법화정책에서 나

타나듯이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오히려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책 

신경아1)

1)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2) 이 글은 [페미니즘연구] (2010년 3월 발간)에 수록된 글입니다.(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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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여성의 관점에 근거

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적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

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산대책의 이러

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다양한 관점들과 정책 추진기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저출산대책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왔다. 참여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영유아보육

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계층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둔 저출산대책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정책도 스칸디나비아국가처럼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과, 미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된 유연성 확대전략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기업은 출산과 양육 지원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보육수당 지급, 취학 연령 조정, 노동유연성 확대와 해외인

력 유치를 통해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도구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인력공급에 

초점을 둔 정책적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낙태불법화정책에서 나

타나듯이 권위주의적이고 반여성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오히려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과성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책 

신경아1)

1)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2) 이 글은 [페미니즘연구] (2010년 3월 발간)에 수록된 글입니다.(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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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

(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참여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이명박정부가 2008년 11월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2006-2010)」, 2009년 11월 발표

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방향」(대통령직속 미래기

획위원회)을 사용하였다.

2. 저출산대책의 성립 배경 

1.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의 도래

저출산대책의 수립 배경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그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이다.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0년 4.53에서 1983년 2.08

로 떨어진 후 1990년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다가 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도에 는 1.08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2009년 현재 1.15를 나타내

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도에는 65세이상 인구 비율

이 37.3%로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어떤 정책이 관련된 1차적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전개될 때 얼

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당사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

로 정책이 추진될 때 당초 의도했던 결과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까? 굳이 대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질문을 새삼스레 던지는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

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불법화정책은 저출산대책에 내포된 이같은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2월 이명박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임

신중절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출

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을 지목하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허용

되어온 인공임신중절을 규제함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겠다

는 것이다. 낙태를 생명경시 풍조가 낳은 무분별한 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등 사

회적 환경을 통제함과 동시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영향력을 통해 헤게모

니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의료기술적 통제에 의해 원치 않는 출산을 늘려서라도 출산율을 높여보겠

다는 정부의 시도는 1960-80년대 출산억제정책처럼 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산대책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정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방향의 

명확한 설정 없이 이런 저런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이 기획되고 시

행될 때 정치권력의 이합집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원래의 취지와는 모순

된 사업들로 채워질 수 있다. 낙태불법화정책은 저출산대책이 흔들리고 왜곡되어온 

그간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이 글은 저출산대책이 추진되어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

산대책의 이러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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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는가? 셋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저출산대책은 어떻게 계속되고

(연속성)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단절성)?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2010년 

현재 그것을 둘러싼 정책적 지형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참여

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이명박정부가 2008년 11월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2006-2010)」, 2009년 11월 발표

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방향」(대통령직속 미래기

획위원회)을 사용하였다.

2. 저출산대책의 성립 배경 

1.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의 도래

저출산대책의 수립 배경은 잘 알려진 대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그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이다. 한국사회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70년 4.53에서 1983년 2.08

로 떨어진 후 1990년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다가 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도에 는 1.08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2009년 현재 1.15를 나타내

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도에는 65세이상 인구 비율

이 37.3%로 세계 최고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어떤 정책이 관련된 1차적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배제하면서 전개될 때 얼

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당사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

로 정책이 추진될 때 당초 의도했던 결과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까? 굳이 대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질문을 새삼스레 던지는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

행해 온 저출산대책이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불법화정책은 저출산대책에 내포된 이같은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0년 2월 이명박정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임

신중절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가겠다고 밝혔다. 출

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을 지목하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허용

되어온 인공임신중절을 규제함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겠다

는 것이다. 낙태를 생명경시 풍조가 낳은 무분별한 행위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등 사

회적 환경을 통제함과 동시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영향력을 통해 헤게모

니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요구를 억압하고 

사법적․ 의료기술적 통제에 의해 원치 않는 출산을 늘려서라도 출산율을 높여보겠

다는 정부의 시도는 1960-80년대 출산억제정책처럼 권위주의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산대책이 

직면한 딜레마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정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방향의 

명확한 설정 없이 이런 저런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이 기획되고 시

행될 때 정치권력의 이합집산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원래의 취지와는 모순

된 사업들로 채워질 수 있다. 낙태불법화정책은 저출산대책이 흔들리고 왜곡되어온 

그간의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이 글은 저출산대책이 추진되어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동안 

시행되어온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목표와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둘째, 저출

산대책의 이러한 특징이 정책의 효과성, 즉 기대성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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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6).   

 2.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2006년부

터 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제로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설정

되었다. 이중 저출산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부문으로,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

고 사회시스템을 변화시켜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 육아비용의 직

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 대폭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모성 및 영유아 건

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한다. ②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사업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가족친화

적 직장문화 조성,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③미래세대에 대한 사

회투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사업을 실시한다(대한민국 정부,

2006). 또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조 7,781억원의 예산이 저출산대책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새로마지플랜 2010 

사업 전체 예산의 46.2%를 차지한다(안종범, 2010:68). <표 1>은 참여정부 시기 

저출산대책의 사업 목록과 주관부서이다.

〔그림 1〕합계출산율 추이: 1970-20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우울한 미래로 해석된다. 노동인력이 줄고 잠재성장률

이 떨어지며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06:17-22). 생

산가능인구는 조세, 사회보장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연금가입자는 줄어드는 

데 비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2)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부담도 커지고 노인의 삶의 질을 비롯한 인구 

전반의 삶의 질 문제, 세대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합계출산율 1.08

이 지속되라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시나리오이지만, 별다른 반박이나 수정 없이 사

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

0」(이하 「기본계획」으로 칭함)」을 수립하여 2010년도까지 총 32조 723억원(국

비, 지방비, 기금 포함) 1천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저출산 대책 분야에는 총 18조 

8,917억원(59%)을 투입,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6개 사업을 

2) 취업자 수 증가율(15세 이상 인구)도 2005년도 합계출산율 1.08을 조건으로 할 경우 2006년 0.96%에서 

2030년 -0.80%, 2050년 -1.57%로 하락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도 증가해 

2005년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했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

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 정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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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6).   

 2. 저출산대책의 내용과 추진체계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2006년부

터 201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제로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설정

되었다. 이중 저출산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부문으로,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

고 사회시스템을 변화시켜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 육아비용의 직

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 대폭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모성 및 영유아 건

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한다. ②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사업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가족친화

적 직장문화 조성,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③미래세대에 대한 사

회투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사업을 실시한다(대한민국 정부,

2006). 또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조 7,781억원의 예산이 저출산대책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새로마지플랜 2010 

사업 전체 예산의 46.2%를 차지한다(안종범, 2010:68). <표 1>은 참여정부 시기 

저출산대책의 사업 목록과 주관부서이다.

〔그림 1〕합계출산율 추이: 1970-200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우울한 미래로 해석된다. 노동인력이 줄고 잠재성장률

이 떨어지며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하리라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06:17-22). 생

산가능인구는 조세, 사회보장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연금가입자는 줄어드는 

데 비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2)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부담도 커지고 노인의 삶의 질을 비롯한 인구 

전반의 삶의 질 문제, 세대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합계출산율 1.08

이 지속되라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시나리오이지만, 별다른 반박이나 수정 없이 사

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

0」(이하 「기본계획」으로 칭함)」을 수립하여 2010년도까지 총 32조 723억원(국

비, 지방비, 기금 포함) 1천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저출산 대책 분야에는 총 18조 

8,917억원(59%)을 투입,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6개 사업을 

2) 취업자 수 증가율(15세 이상 인구)도 2005년도 합계출산율 1.08을 조건으로 할 경우 2006년 0.96%에서 

2030년 -0.80%, 2050년 -1.57%로 하락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부담도 증가해 

2005년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담했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

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 정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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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중앙정부 저출산대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계속)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부서

6)학교교육 및 

빈곤아동지원정책

저출산 고령화 관련 학교교육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내실화

희망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복지부

7)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지원정책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가족단위여가문화 지원

가족 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 친화적 기업지원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여가부

여가부,문화부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

8)국내입양 

지원정책

입양문화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양육수당전면도입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인상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9)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약물 남용 등 예방 및 치료재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아동권리홍보 및 모니터링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복지부

10)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편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관련 인센티브 부여

주택자금 대출 혜택부여

재경부

건교부

건교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7)

3.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1. 여성의 관점이 취약한 여성정책 

저출산대책은 여성정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일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라면 저출산은 분명 출산자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부정적이라면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

(perspectival position)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저출산대책은 여성을 출산자로 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 1〉중앙정부 저출산대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부서

1)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차등보육료지원 

만3-4세차등교육비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지원

장애아무상보육·교육비지원

농업인영유아약육비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아동 수당제도 도입검토

여가부

교육부

여가부·교육부

여가부·교육부

여가부·교육부

농림부

농림부

복지부

2)육아인프라확충

및 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직장보육시설지원

기존보조금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유치원종일제확대

시간 연장형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확대

여가부

노동부

여가부

여가부

교육부

교육부

여가부

3)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확대

사이버가정 학습내실화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복지부

청소년위

청소년위

문화부

4)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및 유사산휴가 급여지원

육아휴직활성화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전업주부 노동시장 복귀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운영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여가부

5)임신과 출산

지원정책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출산·육아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제공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추진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5개사업)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예방으로 모성건강보호

모유수유 지원확대

산모도우미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여성생식 보건증진프로그램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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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중앙정부 저출산대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계속)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부서

6)학교교육 및 

빈곤아동지원정책

저출산 고령화 관련 학교교육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내실화

희망스타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교육부

문화부

복지부

복지부

7)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지원정책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서비스 내실화

가족단위여가문화 지원

가족 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

기업인증제 등 가족 친화적 기업지원

가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여가부

여가부,문화부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

8)국내입양 

지원정책

입양문화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양육수당전면도입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인상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9)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약물 남용 등 예방 및 치료재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아동권리홍보 및 모니터링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복지부

10)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중장기 세제개편

다자녀가구에 주택분양관련 인센티브 부여

주택자금 대출 혜택부여

재경부

건교부

건교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7)

3. 저출산대책의 관점과 주체

1. 여성의 관점이 취약한 여성정책 

저출산대책은 여성정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일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라면 저출산은 분명 출산자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부정적이라면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

(perspectival position)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저출산대책은 여성을 출산자로 보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 1〉중앙정부 저출산대책의 「정책분류」별 사업내역

정책분류 사업내역 사업부서

1)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차등보육료지원 

만3-4세차등교육비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교육비지원

장애아무상보육·교육비지원

농업인영유아약육비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아동 수당제도 도입검토

여가부

교육부

여가부·교육부

여가부·교육부

여가부·교육부

농림부

농림부

복지부

2)육아인프라확충

및 지원정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직장보육시설지원

기존보조금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유치원종일제확대

시간 연장형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원확대

여가부

노동부

여가부

여가부

교육부

교육부

여가부

3)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확대

사이버가정 학습내실화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복지부

청소년위

청소년위

문화부

4)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및 유사산휴가 급여지원

육아휴직활성화

출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전업주부 노동시장 복귀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운영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여가부

5)임신과 출산

지원정책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출산·육아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제공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추진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5개사업)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예방으로 모성건강보호

모유수유 지원확대

산모도우미 지원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여성생식 보건증진프로그램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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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산의 1차적 주체가 여성이지만 저출산대책의 어디에서도 여성의 주체적 

결정과 선택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기본계획」의 첫 머리에

서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2006:49).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인권 억압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육아 환경 개선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욕구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취지는 물론 타당한 것

이지만, 출산을 ‘여성’의 의사결정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전

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제시된 「기본계획(보완판)」’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정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피력하고 있지만 ‘여

성친화적’이거나 ‘성평등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양성평등한 고용구조”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대책이 홍보 부족으로 사회적 공감대

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인식개선분야의 과제로 “노동계․경제계․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

회적 대응체제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8:44). 또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언론, 시민사회, 노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대한민국 정부, 2008:273).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의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은 호명되지 않는다. 노동, 경제, 종교, 언론, 기업이 협력

의 파트너이며, 기껏해야 여성은 시민사회의 일부로 포함되리라는 가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여성’을 정책의 파트너로 불러내지 않는 여성정책. 젠더 관점에서 저출산대

책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그렇다.

2. 다양한 관점의 각축장 

2006년 「기본계획」의 시행을 전후로 저출산대책은 여성정책의 영역을 떠나 광

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각 부처의 세력 관계가 교차하는 각축장(contested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자원, 의료적 서비스를 제도화해 왔다. 동시에 출산이라는 행

위가 여성만의 책임이거나 결정이 아닌,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사안이지만, 저

출산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에 남성, 즉 출산과 양육의 파트너인 가족내 남성의 실천

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

는 정책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출산의 1차적 당사자로서 여성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고 통합해 온 증거도 충분치 않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여성의 

요구를 수용할  정부 부서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오가는 동안 제 역할을 잃

어버렸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에서 ‘고령사회’로 무게중심을 이전했다. 그동

안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인가?”하는 질문이 없지 않았지만, 보육정책을 통한 예산 

확대가 여성부서의 힘을 강화시키리라는 기대 아래 보육예산 관리를 중앙과 지방 정

부 여성부서의 핵심 업무로 삼아왔다(김경희, 2003).

사실 저출산대책은 출산자로서 여성이 지닌 역할로 인해 그 자체가 여성정책으로 

오인되기 쉽다. 역사적으로도 저출산대책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담론화시

킨 것은 여성계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여성부의 주도아래에서였다. 언론에서는 1994년경부터 ‘출산기

피현상’의 확산과 산아제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작 정부가 

이 문제에 대면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8월 20일 여성부에서 개최한 “출산율 

1.42 긴급토론회”에서였다(경향신문, 2001년 8월 20일자)3).

저출산 상황은 2000년대 초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여성계

의 담론 투쟁의 장(場)에서 적절한 레토릭을 공급해 주기도 했다. 매년 심화되는 출

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사회의 인력공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모

성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결국 여성계는 산전후휴가 90일을 확보했지

만, 미래 인력의 양성이라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 여성의 출산권 -출산의 자유와 선

택권- 확보라는 논리를 담론화시키지는 못했다.

3)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지

급과 보육 바우처제도 도입,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 중단 등이 검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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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산의 1차적 주체가 여성이지만 저출산대책의 어디에서도 여성의 주체적 

결정과 선택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기본계획」의 첫 머리에

서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2006:49).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국가 개입과 인권 억압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육아 환경 개선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욕구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취지는 물론 타당한 것

이지만, 출산을 ‘여성’의 의사결정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전

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제시된 「기본계획(보완판)」’에서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정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피력하고 있지만 ‘여

성친화적’이거나 ‘성평등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양성평등한 고용구조”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대책이 홍보 부족으로 사회적 공감대

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민인식개선분야의 과제로 “노동계․경제계․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

회적 대응체제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8:44). 또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언론, 시민사회, 노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대한민국 정부, 2008:273).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의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은 호명되지 않는다. 노동, 경제, 종교, 언론, 기업이 협력

의 파트너이며, 기껏해야 여성은 시민사회의 일부로 포함되리라는 가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여성’을 정책의 파트너로 불러내지 않는 여성정책. 젠더 관점에서 저출산대

책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그렇다.

2. 다양한 관점의 각축장 

2006년 「기본계획」의 시행을 전후로 저출산대책은 여성정책의 영역을 떠나 광

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각 부처의 세력 관계가 교차하는 각축장(contested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자원, 의료적 서비스를 제도화해 왔다. 동시에 출산이라는 행

위가 여성만의 책임이거나 결정이 아닌,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사안이지만, 저

출산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에 남성, 즉 출산과 양육의 파트너인 가족내 남성의 실천

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그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삼

는 정책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이 출산의 1차적 당사자로서 여성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고 통합해 온 증거도 충분치 않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여성의 

요구를 수용할  정부 부서는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를 오가는 동안 제 역할을 잃

어버렸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에서 ‘고령사회’로 무게중심을 이전했다. 그동

안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인가?”하는 질문이 없지 않았지만, 보육정책을 통한 예산 

확대가 여성부서의 힘을 강화시키리라는 기대 아래 보육예산 관리를 중앙과 지방 정

부 여성부서의 핵심 업무로 삼아왔다(김경희, 2003).

사실 저출산대책은 출산자로서 여성이 지닌 역할로 인해 그 자체가 여성정책으로 

오인되기 쉽다. 역사적으로도 저출산대책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담론화시

킨 것은 여성계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환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여성부의 주도아래에서였다. 언론에서는 1994년경부터 ‘출산기

피현상’의 확산과 산아제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작 정부가 

이 문제에 대면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8월 20일 여성부에서 개최한 “출산율 

1.42 긴급토론회”에서였다(경향신문, 2001년 8월 20일자)3).

저출산 상황은 2000년대 초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여성계

의 담론 투쟁의 장(場)에서 적절한 레토릭을 공급해 주기도 했다. 매년 심화되는 출

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사회의 인력공급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모

성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결국 여성계는 산전후휴가 90일을 확보했지

만, 미래 인력의 양성이라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 여성의 출산권 -출산의 자유와 선

택권- 확보라는 논리를 담론화시키지는 못했다.

3)  이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지

급과 보육 바우처제도 도입, 정관수술에 대한 혜택 중단 등이 검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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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점과 출산율 증가 자체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단언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출산과 같은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 간섭의 정당성도 부족하다. 게다가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부의 정책목

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

출산이라는 사회현상과 출산지원이라는 정책 간의 연결논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

병구․조윤영․김정호, 2007:4)

저출산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해(害)가 되는 현상인가?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동안 저출산대책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자체

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윗글은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바람직한 출산율 수준

을 판단하기 어렵고 출산율 증가 정책의 효과도 회의적이므로 출산율 자체를 정책목표

로 설정하기보다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조병구․조윤영․김정호, 2007:5).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보다 먼저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저출산 문

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정

책이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이미 내재해 있었다.

40여년에 걸쳐 한국인의 집합적 무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으로 굳어져온 

다산(多産)에 대한 혐오감은 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떨어지고 90년대 초 1.6 수

준으로 선진국 평균 출산율을 밑돌고 있을 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부 인

구조절정책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서울신문, 1992년 3월 27일

자).4)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대상이 된 것은 2000

4) 1960년대 이래 9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한 대표적 사회적 의식은 ‘인구과잉과 그에 따른 빈곤의 

공포’이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전광판 위에 “하루 평균 1천 88명, 1분당 0.8명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는 1990년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또 “우리나라 인구는 1994년 

현재 4천4백45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0.8%이며,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인구밀도 3위”와 같은, 인구 

후진국임을 상기시키는 기사가 해마다 등장한다(경향신문, 1994년 9월 9일자). 동시에 “덮어놓고 낳다보

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0년대), “하나씩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80년대)와 같은 대국민용 협박 메시

지도 정부 주도로 확산되었다.

terrain)이 되어 왔다. 인구학,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정학, 경제학, 여성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제각기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냈다(엄동욱, 2009; 유계숙, 2009; 서지원, 2008; 오유진․박성준,

2008; 민희철외, 2007; 이성용, 2006; 황정미, 2006; 서소정, 2005; 이인숙, 2005; 

박경숙․김영혜, 2003). 

가장 중심에서 움직인 주체는 인구학과 사회복지학계였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하나의 스펙트럼에 두고 다가올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야 한

다는 것이 이 입장의 주된 논의이다.

저출산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

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백선희, 2004:40)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

출 증가→국가 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간 갈등 심화→사회 갈

등의 격화...로 이어지는 저출산 시나리오는 학자들은 물론 정부의 문건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문제의식이다.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사회’는 한국사회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하

루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시나리오가 정부 내에

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 같지는 않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미 집행 단

계에 들어간 2007년, 대표급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새삼스레 ‘출산지원정

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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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는 점과 출산율 증가 자체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단언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출산과 같은 개인적 선택에 

대한 정부 간섭의 정당성도 부족하다. 게다가 출산율 제고 자체를 정부의 정책목

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

출산이라는 사회현상과 출산지원이라는 정책 간의 연결논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

병구․조윤영․김정호, 2007:4)

저출산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해(害)가 되는 현상인가?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동안 저출산대책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자체

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윗글은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가 바람직한 출산율 수준

을 판단하기 어렵고 출산율 증가 정책의 효과도 회의적이므로 출산율 자체를 정책목표

로 설정하기보다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조병구․조윤영․김정호, 2007:5).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기보다 먼저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저출산 문

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정

책이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이미 내재해 있었다.

40여년에 걸쳐 한국인의 집합적 무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으로 굳어져온 

다산(多産)에 대한 혐오감은 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떨어지고 90년대 초 1.6 수

준으로 선진국 평균 출산율을 밑돌고 있을 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부 인

구조절정책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서울신문, 1992년 3월 27일

자).4)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대상이 된 것은 2000

4) 1960년대 이래 90년대 말까지 한국사회를 지배한 대표적 사회적 의식은 ‘인구과잉과 그에 따른 빈곤의 

공포’이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전광판 위에 “하루 평균 1천 88명, 1분당 0.8명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는 1990년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또 “우리나라 인구는 1994년 

현재 4천4백45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0.8%이며,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인구밀도 3위”와 같은, 인구 

후진국임을 상기시키는 기사가 해마다 등장한다(경향신문, 1994년 9월 9일자). 동시에 “덮어놓고 낳다보

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0년대), “하나씩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80년대)와 같은 대국민용 협박 메시

지도 정부 주도로 확산되었다.

terrain)이 되어 왔다. 인구학, 보건의료, 사회복지, 가정학, 경제학, 여성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제각기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들을 생산해냈다(엄동욱, 2009; 유계숙, 2009; 서지원, 2008; 오유진․박성준,

2008; 민희철외, 2007; 이성용, 2006; 황정미, 2006; 서소정, 2005; 이인숙, 2005; 

박경숙․김영혜, 2003). 

가장 중심에서 움직인 주체는 인구학과 사회복지학계였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하나의 스펙트럼에 두고 다가올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야 한

다는 것이 이 입장의 주된 논의이다.

저출산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

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노동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백선희, 2004:40)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

출 증가→국가 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간 갈등 심화→사회 갈

등의 격화...로 이어지는 저출산 시나리오는 학자들은 물론 정부의 문건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문제의식이다.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사회’는 한국사회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하

루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시나리오가 정부 내에

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 같지는 않다.「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미 집행 단

계에 들어간 2007년, 대표급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새삼스레 ‘출산지원정

책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바람직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의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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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주체와 정책의 효과성  

저출산대책의 추진주체 역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의 힘겨루기에서 정책의 초점을 흐리는 데 한 몫을 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였지만 신생부서로 타 부서에 대한 정

책적 견인 능력을 갖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육비 지원 및 관리

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된 출산수당 지급도 

저출산대책의 성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정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07년도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대책의 초점이 잘

못 맞추어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1순위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며 저출산 대책 예산의 

61.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표 2〉1자녀 가구의 저출산대책 효과성 평가 순위와 예산 비중 현황 

순위 정책분류
1순위

응답율(%)

07년 

예산비중(%)

1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29.2 6.3

2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 19.2 0.0

3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18.5 4.2

4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11.5 61.6

5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9.2 14.7

6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4.6 10.3

7 가족 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정책 3.8 0.9

8 국내 입양 지원 정책 2.3 0.8

9 학교 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1.5 1.0

10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0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년도에 들어와서도 한참 후의 일이다. 2002년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저출

산 대비 범정부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모임이 꾸려졌지만, 여전히 고출산정책으

로의 전환과 저출산 기조 유지라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일보, 2002

년 9월 23일자).5)

또 저출산의 원인 분석이나 해법에서도 경제학과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이 주로 

가족을 단위로 한 경제적․ 복지적 지원을 주장한 데 비해 여성학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전자는 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대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거나(경제학), 취업한 어머니가 

갖는 자녀양육 부담 해소와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두고(가정학), 아동과 부모의 권리

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접근(사회복지)을 취했다. 따라서 가족을 단위로 한 금전

적, 제도적 지원과 미혼남녀의 결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한국개

발연구원, 2006; 서지원, 2008). 

이에 비해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산대책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해 왔다.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전략인 것처럼 저출산대책도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도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은, 2008). 또 저출산 대책의 물질

주의적 접근과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손승영, 2007; 배은경,

2004; 이재경, 2004).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 부담 등 성 불평등 요인이 맞물린 현실에서 여성들이 일으킨 결혼태업과 출산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저출산대책은 양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과 가부장적 관계가 지

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결혼시기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시도나 출산장려정책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저출산 시나리오의 설득력을 떨어뜨려온 역사적 과정에는 출산율을 낮추려는 압력만 있었지 적정 출산율

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던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기피 현상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94
년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국민일보, 1994년 7월 7일자). 인구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억제정책이 종결되고 인구자질향상 정책으로 전환된 96년도에 이미 

“2010년도에 이르면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조남훈․홍문식․이상영․장영

식,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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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주체와 정책의 효과성  

저출산대책의 추진주체 역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의 힘겨루기에서 정책의 초점을 흐리는 데 한 몫을 해 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하고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였지만 신생부서로 타 부서에 대한 정

책적 견인 능력을 갖기 어려운 조건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육비 지원 및 관리

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된 출산수당 지급도 

저출산대책의 성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한계는 이후 정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2007년도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대책의 초점이 잘

못 맞추어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

리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1순위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며 저출산 대책 예산의 

61.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표 2〉1자녀 가구의 저출산대책 효과성 평가 순위와 예산 비중 현황 

순위 정책분류
1순위

응답율(%)

07년 

예산비중(%)

1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29.2 6.3

2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 19.2 0.0

3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18.5 4.2

4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11.5 61.6

5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9.2 14.7

6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4.6 10.3

7 가족 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정책 3.8 0.9

8 국내 입양 지원 정책 2.3 0.8

9 학교 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1.5 1.0

10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0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년도에 들어와서도 한참 후의 일이다. 2002년도에 이르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저출

산 대비 범정부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모임이 꾸려졌지만, 여전히 고출산정책으

로의 전환과 저출산 기조 유지라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일보, 2002

년 9월 23일자).5)

또 저출산의 원인 분석이나 해법에서도 경제학과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이 주로 

가족을 단위로 한 경제적․ 복지적 지원을 주장한 데 비해 여성학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전자는 자녀양육에 따른 양육비와 교육비 증가,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증대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거나(경제학), 취업한 어머니가 

갖는 자녀양육 부담 해소와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두고(가정학), 아동과 부모의 권리

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접근(사회복지)을 취했다. 따라서 가족을 단위로 한 금전

적, 제도적 지원과 미혼남녀의 결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한국개

발연구원, 2006; 서지원, 2008). 

이에 비해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산대책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시해 왔다.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전략인 것처럼 저출산대책도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규정하고 도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은, 2008). 또 저출산 대책의 물질

주의적 접근과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손승영, 2007; 배은경,

2004; 이재경, 2004).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양육 부담 등 성 불평등 요인이 맞물린 현실에서 여성들이 일으킨 결혼태업과 출산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저출산대책은 양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 불평등과 가부장적 관계가 지

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결혼시기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시도나 출산장려정책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저출산 시나리오의 설득력을 떨어뜨려온 역사적 과정에는 출산율을 낮추려는 압력만 있었지 적정 출산율

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던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기피 현상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94
년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국민일보, 1994년 7월 7일자). 인구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억제정책이 종결되고 인구자질향상 정책으로 전환된 96년도에 이미 

“2010년도에 이르면 노동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조남훈․홍문식․이상영․장영

식,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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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전히 회의적인 여성들: 위기 사회와 걸림돌로서 출산과 육아 

저출산은 정말 ‘사회적 위기’인가? 현재로서는 실감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일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백선희, 2004) 

저출산의 결과 다가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기’로 진단하고 대책을 찾으려는 글

의 상당수는 위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에 다가올 ‘재앙’

에 비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실업과 고용불안정 상황은 미래의 위기를 걱정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

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굳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그것도 수조원에 달하

는 비용을 기한(期限) 없이 퍼부어야 하는 이유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상력

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직면한 현실은 고용의 위기, 가족의 

위기, 노년의 위기...등으로 점철돼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확대와 그로 인한 

경쟁의 압력, 고용 없는 성장과 불안정한 일자리, 이혼율의 상승, 길어지는 노년과 

빈곤의 지속 등 한국사회는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

고 키우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기 쉽다. 90년대 말 경제

위기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여성들도 노동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 출산과 육아는 자원이기보다는 부담으로 해석된다.

장시간 노동과 일 중심적 라이프스타일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이나 

‘여성친화적’이라는 단어는 구호로 존재할 뿐 체감되는 현실의 요소는 아니다. 아이 

갖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위험은 아이 수를 제한함

으로써 피할 수 있다(정성호, 2009:169).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짐

으로써 생기는 불안정성(낮은 소득, 경력 단절,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대신 경제

적 안전성(교육, 노동시장 참여, 장시간 노동, 저축 등)을 선택한다. 따라서 여성들에

게 저출산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의 1차적 당사자인 여성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2005년 1.08명을 기

또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

은 기업(사업체)측에 있지만, 저출산대책은 결정권을 가진 공급자(기업)보다 피동적

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 집중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이삼식, 2010). 저출산 대책의 주요 파트너인 기업은 “출산장려정책의 취지는 

기업의 성과와도 상통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원론적인 선순환의 고리만을 만들었을 

뿐 구체적인 수준에서 경영전략과 연계된 성과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발뺌을 하

는 실정이다(조남훈 외, 2007). 이러한 현실은 사업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가 기

업과 노동시장을 상대로 갖는 힘의 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직접

적인 부서는 노동부이지만 노동시장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구현하고 정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촉구해 가야 할 책임을 가진 여성가족부의 정부조직내 취약성은 저출산대

책의 핵심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2008년 4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태어났던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위원회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실 단위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체제의 전면적 축소가 이루어진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중요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의 발굴, 기존사업의 예산 배분 조

정, 사업의 퇴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들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83). 이에 따라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도

록 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국회 차원에서도 출산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나 특별점검

단(가칭)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6)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환원시키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
월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 법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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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전히 회의적인 여성들: 위기 사회와 걸림돌로서 출산과 육아 

저출산은 정말 ‘사회적 위기’인가? 현재로서는 실감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일자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백선희, 2004) 

저출산의 결과 다가올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기’로 진단하고 대책을 찾으려는 글

의 상당수는 위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에 다가올 ‘재앙’

에 비해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실업과 고용불안정 상황은 미래의 위기를 걱정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앞으로도 더 나아

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굳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그것도 수조원에 달하

는 비용을 기한(期限) 없이 퍼부어야 하는 이유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상력

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직면한 현실은 고용의 위기, 가족의 

위기, 노년의 위기...등으로 점철돼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확대와 그로 인한 

경쟁의 압력, 고용 없는 성장과 불안정한 일자리, 이혼율의 상승, 길어지는 노년과 

빈곤의 지속 등 한국사회는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

고 키우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기 쉽다. 90년대 말 경제

위기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여성들도 노동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 출산과 육아는 자원이기보다는 부담으로 해석된다.

장시간 노동과 일 중심적 라이프스타일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족친화적’이나 

‘여성친화적’이라는 단어는 구호로 존재할 뿐 체감되는 현실의 요소는 아니다. 아이 

갖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가족친화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위험은 아이 수를 제한함

으로써 피할 수 있다(정성호, 2009:169).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짐

으로써 생기는 불안정성(낮은 소득, 경력 단절,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대신 경제

적 안전성(교육, 노동시장 참여, 장시간 노동, 저축 등)을 선택한다. 따라서 여성들에

게 저출산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의 1차적 당사자인 여성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2005년 1.08명을 기

또 한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

은 기업(사업체)측에 있지만, 저출산대책은 결정권을 가진 공급자(기업)보다 피동적

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 집중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이삼식, 2010). 저출산 대책의 주요 파트너인 기업은 “출산장려정책의 취지는 

기업의 성과와도 상통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원론적인 선순환의 고리만을 만들었을 

뿐 구체적인 수준에서 경영전략과 연계된 성과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발뺌을 하

는 실정이다(조남훈 외, 2007). 이러한 현실은 사업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가 기

업과 노동시장을 상대로 갖는 힘의 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직접

적인 부서는 노동부이지만 노동시장정책에서 젠더 관점을 구현하고 정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촉구해 가야 할 책임을 가진 여성가족부의 정부조직내 취약성은 저출산대

책의 핵심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2008년 4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태어났던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위원회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도 실 단위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체제의 전면적 축소가 이루어진 것도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중요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이전되었으나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의 발굴, 기존사업의 예산 배분 조

정, 사업의 퇴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들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83). 이에 따라 총괄적인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도

록 위원회를 격상시키고 국회 차원에서도 출산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나 특별점검

단(가칭)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6)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환원시키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
월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 법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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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저출산정책의 「정책분류」별 예산 현황 (2007년도)

(단위: 억원, %, 개수)

정책분류 2007 예산 사업수

1)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18737.0 (61.55) 11
2)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4472.0 (14.69) 7

3)방과 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3127.0 (10.27) 8
4)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1915.7 (6.29) 6

5)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1277.8 (4.20) 14
6)학교 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307.6 (1.01) 4

7)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정책 277.9 (0.91) 5
8)국내 입양 지원 정책 248.0 (0.81) 4

9)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78.9 (0.26) 8
10)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 0.0 (0.00) 3

합계 30441.9 (100.00) 70

※( )은 예산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부 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두 번째 문제는 양육비 지원이 갖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적 성격이다. ‘기본계

획’은 수혜대상의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00%이하로 한정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였지만 이것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출산

율은 소득평균 100-150% 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나며 이 계층은 수혜 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이다(<표 4> ). 

〈표 4〉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STD
50%미만 1.01* 1.25 1.76 1.87 1.97 1.78 1.78
50-70% 0.76* 1.21 1.72 1.99 2.00 1.75 1.80
70-100% 0.78* 1.14 1.70 2.02 2.02 1.80 1.81
100-120% 0.44* 0.77 1.60 1.95 2.01 1.74 1.71
120-150% 0.55* 0.87* 1.47 1.90 2.03 1.72 1.67

150% 0.49* 0.92 1.59 1.98 2.04 1.81 1.74

주 *는 표본 수가 30명 미만을 나타냄

USTD:연령구조를 표준화 하지 않은 전체평균/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평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2005, 국회예산정책처(2007)

록한 이래 지금까지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이 보여주듯이 출산

율은 당분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혼인율 저하와 관련해 결혼에 대한 미혼여성들의 의식도 부정적이다. 200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48.6%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미혼남성은 25.6%)한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을 자기희생으로 여기고 가족생활

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손승영, 2007:212). 

따라서 저출산대책 시행 후에도 혼인이나 출생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07년 1.25명으로 높아졌으나 2008년 1.19명으

로 다시 떨어져 2009년 현재 1.15명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2010). 혼인 역시 

2000년 332.1천건, 7.0%(조혼인율)이었으나 2008년 현재 327.1천건, 6.6%로 더욱 

떨어지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수치들은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현재적 조건’

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4. 정책의 목표와 성격: 복지정책인가 노동시장정책인가? 

1.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의 한계와 필요성

2010년 1단계를 마무리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중 핵심적인 것은 복지정책

적 성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61.6%(1조 

8,78억원)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투입된 데 비해, 육아 인프라 확충 사업은 

14.7%(4,472억원), 방과후 교육지원 10.3%(3,127억원), 일․가정 양립 지원 

6.3%(1,916억원)에 그쳤다. 그 결과 육아 인프라 구축이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은 예산 비중도 낮고 추진력도 부족한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당초의 의지는 결국 양육비 지급 수준

으로 한정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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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저출산정책의 「정책분류」별 예산 현황 (2007년도)

(단위: 억원, %, 개수)

정책분류 2007 예산 사업수

1)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18737.0 (61.55) 11
2)육아인프라 확충 및 지원 정책 4472.0 (14.69) 7

3)방과 후 활동 및 학습 지원 정책 3127.0 (10.27) 8
4)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1915.7 (6.29) 6

5)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1277.8 (4.20) 14
6)학교 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 정책 307.6 (1.01) 4

7)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정책 277.9 (0.91) 5
8)국내 입양 지원 정책 248.0 (0.81) 4

9)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 지원 정책 78.9 (0.26) 8
10)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정책 0.0 (0.00) 3

합계 30441.9 (100.00) 70

※( )은 예산비중

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부 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7)

두 번째 문제는 양육비 지원이 갖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적 성격이다. ‘기본계

획’은 수혜대상의 자격조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00%이하로 한정함으로

써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였지만 이것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출산

율은 소득평균 100-150% 계층에서 더 낮게 나타나며 이 계층은 수혜 대상에서 제

외되기 때문이다(<표 4> ). 

〈표 4〉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평균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USTD STD
50%미만 1.01* 1.25 1.76 1.87 1.97 1.78 1.78
50-70% 0.76* 1.21 1.72 1.99 2.00 1.75 1.80
70-100% 0.78* 1.14 1.70 2.02 2.02 1.80 1.81
100-120% 0.44* 0.77 1.60 1.95 2.01 1.74 1.71
120-150% 0.55* 0.87* 1.47 1.90 2.03 1.72 1.67

150% 0.49* 0.92 1.59 1.98 2.04 1.81 1.74

주 *는 표본 수가 30명 미만을 나타냄

USTD:연령구조를 표준화 하지 않은 전체평균/STD: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전체평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2005, 국회예산정책처(2007)

록한 이래 지금까지 세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이 보여주듯이 출산

율은 당분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출산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혼인율 저하와 관련해 결혼에 대한 미혼여성들의 의식도 부정적이다. 200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48.6%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미혼남성은 25.6%)한 사실은 여성들이 결혼을 자기희생으로 여기고 가족생활

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손승영, 2007:212). 

따라서 저출산대책 시행 후에도 혼인이나 출생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07년 1.25명으로 높아졌으나 2008년 1.19명으

로 다시 떨어져 2009년 현재 1.15명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2010). 혼인 역시 

2000년 332.1천건, 7.0%(조혼인율)이었으나 2008년 현재 327.1천건, 6.6%로 더욱 

떨어지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수치들은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현재적 조건’

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설득력을 얻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4. 정책의 목표와 성격: 복지정책인가 노동시장정책인가? 

1.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의 한계와 필요성

2010년 1단계를 마무리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중 핵심적인 것은 복지정책

적 성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의 61.6%(1조 

8,78억원)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투입된 데 비해, 육아 인프라 확충 사업은 

14.7%(4,472억원), 방과후 교육지원 10.3%(3,127억원), 일․가정 양립 지원 

6.3%(1,916억원)에 그쳤다. 그 결과 육아 인프라 구축이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은 예산 비중도 낮고 추진력도 부족한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당초의 의지는 결국 양육비 지급 수준

으로 한정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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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으로의 전환?

「기본계획」이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정책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출산지원정책도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in-work benefits)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하는 여성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

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김민재,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09).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가족수당, 근로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보육시설, 출산친화적 조

세제도, 일과 가족의 양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정책과 저출산 대책의 결합을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는 저출산 대책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4세 기혼여성의 49.9%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9년도 통계청 발행『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은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에서 기혼유자녀 

여성의 낮은 취업과 높은 비경제활동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29

세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이 25.7%,  비경제활동이  73.9%에 이르며, 30-34세 역시 

취업 33.8%, 비경제활동 65.7%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

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40-44세 연령층에 이르러서이며 취업 51.0%, 비경제활동 

47.7%이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한국여성들이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다수의 여성이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선진국의 경험이나 사회 변화의 경향상 높은 여성 취업률과 고출산 사회로 가

기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족 책임을 병행해 갈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의 전환 역시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탄력근무제, 세제 지

원 등의 제도 도입과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효력의 범위가 대기업과 공공부문

에 한정되고 정규직 노동자에 제한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 

임신․출산․자녀양육․모성보호 관련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지

원되고 있어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77). 2009

년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산전검사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 예방접종비 지원뿐이며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임부부 지원, 미

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육사업이 전체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150억원)이며 과제수로는 12.5%(96개)에 불과하다.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특히 정책의 대상 및 목표가 아동의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구분되

어 있어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국회예산

정책처, 2009: 31). 아동의 연령이나 장애여부,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용이 지원되

고 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전개되지만, 어머니인 여성들의 취업여부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 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순위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이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지 일하는 여성과 그 가족

을 위한 양립지원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고

학력 여성의 결혼태업과 출산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산층을 

비롯한 전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비 지원과 

같은 보편적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맞벌이가족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29).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역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과 아동, 가

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우선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육비 지

원 예산을 더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나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책 방향의 수정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라는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

되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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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으로의 전환?

「기본계획」이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정책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출산지원정책도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in-work benefits)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하는 여성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

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김민재,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09).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한 가족수당, 근로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보육시설, 출산친화적 조

세제도, 일과 가족의 양립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정책과 저출산 대책의 결합을 강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는 저출산 대책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4세 기혼여성의 49.9%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9년도 통계청 발행『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은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에서 기혼유자녀 

여성의 낮은 취업과 높은 비경제활동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5-29

세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이 25.7%,  비경제활동이  73.9%에 이르며, 30-34세 역시 

취업 33.8%, 비경제활동 65.7%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

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40-44세 연령층에 이르러서이며 취업 51.0%, 비경제활동 

47.7%이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한국여성들이 일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다수의 여성이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선진국의 경험이나 사회 변화의 경향상 높은 여성 취업률과 고출산 사회로 가

기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족 책임을 병행해 갈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의 전환 역시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탄력근무제, 세제 지

원 등의 제도 도입과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효력의 범위가 대기업과 공공부문

에 한정되고 정규직 노동자에 제한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 

임신․출산․자녀양육․모성보호 관련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지

원되고 있어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77). 2009

년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산전검사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 예방접종비 지원뿐이며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임부부 지원, 미

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이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육사업이 전체 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150억원)이며 과제수로는 12.5%(96개)에 불과하다.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특히 정책의 대상 및 목표가 아동의 특성과 소득계층별로 구분되

어 있어 ‘일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국회예산

정책처, 2009: 31). 아동의 연령이나 장애여부,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용이 지원되

고 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전개되지만, 어머니인 여성들의 취업여부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해 온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순위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이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지 일하는 여성과 그 가족

을 위한 양립지원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고

학력 여성의 결혼태업과 출산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산층을 

비롯한 전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비 지원과 

같은 보편적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맞벌이가족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29).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역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과 아동, 가

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우선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육비 지

원 예산을 더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나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책 방향의 수정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라는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

되는 가운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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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 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노동시장 유연

화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으로의 선회를 천명하더라도 기업을 설득해 실질적인 조치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유

연화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결과 기업은 출산과 양육 비용은 지

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는 가능성 -시간제 근로, 비정규 고

용 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5.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대책 :  반(反)여성성과 친(親)기업성 

1. 성역할의 강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저출산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의 고학력

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

에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모성 역할의 강조, 양육의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관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남성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 또한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증거는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 수

당 지급 정책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

정(가구소득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총 688억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그 시급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과 ‘사회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아동 30%를 수용할 수 있

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가야 하지만 2008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826개

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 수행은 궁극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76). 

둘째, 낙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 2010년 2월 정부는 「불법 인공

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 나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성노동인구의 대다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과제일뿐더러,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한국사

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업규모간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고려할 때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는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복지예산

의 확대 없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쪽의 예산 비중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다수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보육비 지원으로 돌아갈 몫이 한정됨으로

써 1단계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될 경우 노

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신경아, 2009).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집

단이 여성에 한정될수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큼 조직내 불이익을 받기 쉽다는 지

적이 그것이다. 여성들만이 정책의 우선적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대부분의 언설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은 여성에 한정되고 있다.

노동시장을 통한 출산지원정책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한 가지 방향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성

격이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파트타임 노동의 확대와 안정화, 노동시장 재진입의 용

이성 확대 정책을 통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나 재진입을 지

원한다. 결국 출산을 전후로 한 노동시장 퇴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EU 국가들은 산전후 휴가와 부모휴가의 현실화, 출산전후 해고 

금지, 직장복귀관련 관리 강화, 남성의 양육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지속성

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미국과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왔다.

한국에서도 퇴출 과정의 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노동

시장 재진입의 유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9:14).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단시간 근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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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 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노동시장 유연

화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으로의 선회를 천명하더라도 기업을 설득해 실질적인 조치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유

연화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 결과 기업은 출산과 양육 비용은 지

불하지 않으면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는 가능성 -시간제 근로, 비정규 고

용 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5.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대책 :  반(反)여성성과 친(親)기업성 

1. 성역할의 강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저출산 관련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의 고학력

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

에 출산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모성 역할의 강조, 양육의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관념,

경제 불황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남성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 또한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증거는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한 수

당 지급 정책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

정(가구소득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총 688억원이 소요된 이 사업은 그 시급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기본계획」과 ‘사회협약’의 취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육아동 30%를 수용할 수 있

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가야 하지만 2008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1,826개

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 수행은 궁극적으로 젠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09:176). 

둘째, 낙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 2010년 2월 정부는 「불법 인공

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 나

노동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여성노동인구의 대다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과제일뿐더러,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한국사

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업규모간 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고려할 때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는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복지예산

의 확대 없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쪽의 예산 비중을 늘릴 경우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다수의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보육비 지원으로 돌아갈 몫이 한정됨으로

써 1단계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될 경우 노

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신경아, 2009). 미국 등 

서구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집

단이 여성에 한정될수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큼 조직내 불이익을 받기 쉽다는 지

적이 그것이다. 여성들만이 정책의 우선적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하는 낙인 효과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대부분의 언설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은 여성에 한정되고 있다.

노동시장을 통한 출산지원정책도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한 가지 방향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성

격이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파트타임 노동의 확대와 안정화, 노동시장 재진입의 용

이성 확대 정책을 통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나 재진입을 지

원한다. 결국 출산을 전후로 한 노동시장 퇴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EU 국가들은 산전후 휴가와 부모휴가의 현실화, 출산전후 해고 

금지, 직장복귀관련 관리 강화, 남성의 양육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지속성

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미국과 일본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왔다.

한국에서도 퇴출 과정의 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노동

시장 재진입의 유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09:14).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단시간 근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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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대책에서는 인구감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이나 혼외 출산 자녀의 문제

를 배제해 왔다(손승영, 2007). 이 대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출산의 다

양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인 지원 인데, 현재로서는 선

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다.

「전략회의」발표 내용 중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

기는 학제개편이었다. “자녀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

을 1년 앞당긴다”는 이 정책은 발표 당시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학교 등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취학을 1년 앞당길 경우 교사나 아동

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물론 조기 사교육비용의 증가 등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로서 셋째아 이상 가구

에 대해 고교 수업료 지원 및 학자금 우선 지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및 취업시 

우대, 부모의 정년연장, 세제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적 근거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도구주

의적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동의 취학을 1년 앞당길 경우 부모

들은 그만큼 육아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8) 그러나 준비 되지 않은 

교실에 어린 아이를 밀어 넣고 부모들이 더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바람직한 것일까?

셋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만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물질적이거나 제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출산장려 이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여성이 출산

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

받고 기쁨을 주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 그것을 통해 한 인간을 키우

는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구주의적 출산장려정책은 성공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8) 이 정책은 ‘기본계획(수정본)’에서 학제개편 정책으로 짧게 언급된 적이 있다. 학제개편은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통한 만혼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08:45). 일찍 노동시장에 들어

가면 결혼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리라는 이 가설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오히려 당장의 현실적 효과

는 5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리라는 것이다.

가겠다고 밝혔다.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처벌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

상 운동 본부” (2009년 6월 출범) 등을 통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 방지와 생명

존중 운동, 육아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 등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7) 이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

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훼손되는 정책

의 정당성은 ‘생명 존중’이라는 또 다른 가치로 대체되고, 정책의 주체를 민간으로 

넘긴다는 평소의 소신답게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민간기구를 앞장세우고 있다.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를 동원하여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고 낙태 반대를 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이념적 헤게모니를 구축해갈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국민의식조사(2009년 12월 실시)에서 전체 응답자 

2000명(여성 1018명, 남성 982명) 중 57.9%가 인공임신중절이 태아를 죽이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10.2%, 제한적 허용 64.9%로 

대다수가 허용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정책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 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방향은 현실론의 승리였다.

2. 도구적 출산장려정책 

이명박정부의 입장이 담긴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대통령직속 미래기획

위원회 발표)는 오는 7월 공개될 2단계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의 방향을 예시해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제시된 중요한 정책 기조 변화의 하나로 가족

의 다양성 인정에 관한 언급이 있다.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

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

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저

7)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행동 선언’(백선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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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대책에서는 인구감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이나 혼외 출산 자녀의 문제

를 배제해 왔다(손승영, 2007). 이 대책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출산의 다

양성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인 지원 인데, 현재로서는 선

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문제이다.

「전략회의」발표 내용 중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

기는 학제개편이었다. “자녀의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

을 1년 앞당긴다”는 이 정책은 발표 당시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학교 등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취학을 1년 앞당길 경우 교사나 아동

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물론 조기 사교육비용의 증가 등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로서 셋째아 이상 가구

에 대해 고교 수업료 지원 및 학자금 우선 지원,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 및 취업시 

우대, 부모의 정년연장, 세제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적 근거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도구주

의적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동의 취학을 1년 앞당길 경우 부모

들은 그만큼 육아의 부담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8) 그러나 준비 되지 않은 

교실에 어린 아이를 밀어 넣고 부모들이 더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바람직한 것일까?

셋째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만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물질적이거나 제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출산장려 이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여성이 출산

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고 키우는 일이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

받고 기쁨을 주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 그것을 통해 한 인간을 키우

는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구주의적 출산장려정책은 성공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8) 이 정책은 ‘기본계획(수정본)’에서 학제개편 정책으로 짧게 언급된 적이 있다. 학제개편은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통한 만혼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08:45). 일찍 노동시장에 들어

가면 결혼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리라는 이 가설의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오히려 당장의 현실적 효과

는 5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리라는 것이다.

가겠다고 밝혔다.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처벌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

상 운동 본부” (2009년 6월 출범) 등을 통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 방지와 생명

존중 운동, 육아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 등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7) 이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

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훼손되는 정책

의 정당성은 ‘생명 존중’이라는 또 다른 가치로 대체되고, 정책의 주체를 민간으로 

넘긴다는 평소의 소신답게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같은 민간기구를 앞장세우고 있다.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계를 동원하여 낙태 문제를 공론화하고 낙태 반대를 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이념적 헤게모니를 구축해갈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가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국민의식조사(2009년 12월 실시)에서 전체 응답자 

2000명(여성 1018명, 남성 982명) 중 57.9%가 인공임신중절이 태아를 죽이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10.2%, 제한적 허용 64.9%로 

대다수가 허용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정책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 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책의 방향은 현실론의 승리였다.

2. 도구적 출산장려정책 

이명박정부의 입장이 담긴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대통령직속 미래기획

위원회 발표)는 오는 7월 공개될 2단계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의 방향을 예시해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제시된 중요한 정책 기조 변화의 하나로 가족

의 다양성 인정에 관한 언급이 있다. 한부모 가족, 미혼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

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그것으로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

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저

7)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행동 선언’(백선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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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전개되어온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대책에 내포된 공통점은 ‘여성 없는 

여성정책’이라는 점이다. 앞의 ‘여성’은 출산의 주체로서 저출산 대책의 관점을 제공

하는 위치(perspectival position)를, 뒤의 ‘여성’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여성집단을 

뜻한다. 참여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저소득층 가족복지정책으로 나아갔던 것은 정책 

주체로서 ‘여성’ 집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예산의 대부분

을 보건복지부가 집행해 온 사실과, 역사도 짧고 ‘미니 부서’로 출발한 여성가족부

가 관료집단 안에서 가졌던 취약성은 이러한 현실을 낳는 데 일조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것이 여성정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산자로서 여성을 도구화해 왔다는 

점과, 남성과 기업 등 저출산에 책임이 있는 다른 집단들을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

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산’은 출산자인 여성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사실’이 되어 

왔다. 그것은 개인의 행위이자 정책의 대상이며 수치화된 목표일뿐, 인간을 낳고 기

르는 돌봄사회의 기초로서 그것이 지녀야 할 인간의 체온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그것

은 점차 젠더 정책의 지평에서 멀어지고 있다. 물화(reification)된 출산 개념―여성의 

행위이지만 그 행위의 주체인 여성은 사라진 채 행위만이 사물로 정립되어 주체인 

여성에게 대립하게 되는 현상―이 정책의 지형에서 지배력을 확장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앞으로 발표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참여정부의 저소득층 가

족복지정책에서 중산층 정규직 여성과 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추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 빈곤층 여성들을 배제

시키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성과도 확신하기 어렵지만, 영

세사업체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을 정책 수혜 집단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낙태불법화 정책의 경우 계층적으로 저소득층, 빈곤

층 여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육을 위한 경제

3. 인력공급정책으로의 회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대책은 처음 수립되었을 당시부터 인력수급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1년부터 한국은 초저출산사회에 진입

했으며, 취업자 수 증가율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 공급은 2015

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감소할 것이며, IMF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실질 

GDP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p 증가하고 노인인구 1%p 증가시 

0.041%p 감소한다”는 설명으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시작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6: 20). 「전략회의」발표 자료 역시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

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켜 재정건전성 약화 등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회의」는 “근로 유연성을 확대하여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확산”하

고, 신축적 이민정책(복수국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기업의 우수 해외

인력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인도의 IT인력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활성화”하는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관점은 저출산 대책에서 늘 등장하는 수사이지만 특정 산업부문

을 지칭할 만큼 구체적인 언어로 기업 인력 확보를 표현한 적은 없었다.

아동의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나 노동 유연성 확대, 해외 인력 유치 등은 

모두 노동력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출산억제정책

이 국가경제의 수호라는 논리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 것과 비교할 때, 저출산 대책

은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정책이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와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국가’나 ‘민족’, ‘사회’라는 오래된 수사보다도 

협소한 ‘기업’의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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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전개되어온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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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건복지부가 집행해 온 사실과, 역사도 짧고 ‘미니 부서’로 출발한 여성가족부

가 관료집단 안에서 가졌던 취약성은 이러한 현실을 낳는 데 일조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것이 여성정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산자로서 여성을 도구화해 왔다는 

점과, 남성과 기업 등 저출산에 책임이 있는 다른 집단들을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

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산’은 출산자인 여성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사실’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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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기업’의 이익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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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경희(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pp. 5-41.

김민재(200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

예산정책처.

김인춘(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

으로”,『사회과학연구』, 제16집 1호. pp. 312-344.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2007),『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

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 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여성의 생애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제26권 제2호, pp.63-90. 

백선희 (2004),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복지동향』, 2004. 12.pp. 

40-43.

백선희(2009),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의 출범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복지동향』, 2009. 7. pp.52-55.

손승영(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담론201』10(1),    

pp.207-243.

서소정(2005), “저출산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내 

비교분석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제23권 2호, pp.127-136.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374

2001-07-16 국민일보 “출산장려시대”

2001-08-20 경향신문 “인구정책 출산장려로 전환”

2002-09-23 한국일보 “저출산대비 인구정책 추진/ 출산보조금 등 출산장려책 등장 

가능성”

2003-04-05 세계일보 “출산정책 ”적극 장려“로”

2004-05-28 국민일보 “저출산율은 여성 만혼․독신 때문”

2010-03-04 문화일보 “젊은층의 출산율 급락과 민․관이 할 일”

2010-03-20 경향신문 “정부, 여당 ‘무상 보육안’ 재탕에 뻥튀기”

조병구․조윤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서

울:KDI.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

국여성학』제24권 2호, pp.5-37.

황정미(2006), “저출산과 한국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pp.99-132.

조남훈 외(2007)“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가족 친화적 기업경영의 확산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 6, pp.88-103.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부(2006),『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

           (2008),『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보완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2009),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통계청(2010), 『인구동태통계조사』   

     (2009), 『혼인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신문자료 

1992-03-27 서울신문 “한국여성평균 1.6명 출산/보사부․보사연 세미나”

1994-07-07 국민일보  “잘못된 「인구정책」에 성비왜곡/ 출산기피에 일손부족

도...”재검토“ 제기

1994-07-09 경향신문 “한국 인구밀도 세계 3위”

1994-07-10 경향신문 “늦둥이 만연, 제2베이비 붐 도래/ 인구정책 다시 조여야 한

다”

1994-09-06 국민일보 “산아제한 인구정책 포기/ 정부, 국제회의 보고”

1995-02-22 경향신문 “인구정책 「출산억제」풀기로/ 가족계획사업 중단



저
출

산
 현

상
에

 대
한

 여
성

주
의

적
 접

근

375

2001-07-16 국민일보 “출산장려시대”

2001-08-20 경향신문 “인구정책 출산장려로 전환”

2002-09-23 한국일보 “저출산대비 인구정책 추진/ 출산보조금 등 출산장려책 등장 

가능성”

2003-04-05 세계일보 “출산정책 ”적극 장려“로”

2004-05-28 국민일보 “저출산율은 여성 만혼․독신 때문”

2010-03-04 문화일보 “젊은층의 출산율 급락과 민․관이 할 일”

2010-03-20 경향신문 “정부, 여당 ‘무상 보육안’ 재탕에 뻥튀기”

조병구․조윤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서

울:KDI.

조은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

국여성학』제24권 2호, pp.5-37.

황정미(2006), “저출산과 한국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

pp.99-132.

조남훈 외(2007)“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가족 친화적 기업경영의 확산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 6, pp.88-103.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2009),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부(2006),『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

           (2008),『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보완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2009),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방향」

통계청(2010), 『인구동태통계조사』   

     (2009), 『혼인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신문자료 

1992-03-27 서울신문 “한국여성평균 1.6명 출산/보사부․보사연 세미나”

1994-07-07 국민일보  “잘못된 「인구정책」에 성비왜곡/ 출산기피에 일손부족

도...”재검토“ 제기

1994-07-09 경향신문 “한국 인구밀도 세계 3위”

1994-07-10 경향신문 “늦둥이 만연, 제2베이비 붐 도래/ 인구정책 다시 조여야 한

다”

1994-09-06 국민일보 “산아제한 인구정책 포기/ 정부, 국제회의 보고”

1995-02-22 경향신문 “인구정책 「출산억제」풀기로/ 가족계획사업 중단





“�유럽의�저출산�관련�정책에�대한��

여성주의적�분석”

�조영미 l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 경제학적 요인분석 외에 젠더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유럽국가의 성평등지향적 저출산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유럽의 일/가정양립정책, 여성고용정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보육서비

스 정책을 출산률과 교차 분석하여 여성의 성평등을 증진시키고, 남녀 모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을 추진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저출산 정책목표를 친가족/친출산 정책에서 성평등 지

향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통적 핵가족의 생계부양자, 전업주부 모델에서 2인 소

득가구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도 여성의 일에서 사회와 남성과 책임을 공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여성의 고용창출을 확대하

고, 임금 및 고용조건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같이 추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기존의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중

심에서 공공보육시설(3세이하 영아보육), 여성고용증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

되 유연화된 일자리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성

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유럽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조영미1)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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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기존의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중

심에서 공공보육시설(3세이하 영아보육), 여성고용증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

되 유연화된 일자리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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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남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특히 대졸자의 경우 1년 뒤 출산율이 높아

지는데 비해 여성을 경제활동 증가율이 낮을 때 1년 뒤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

였다(조영태, 2007). 남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 출산율이 높아지

나 여성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었을 때 출산율이 올

라간다.

저출산 현상은 역사적으로 성인 남녀의 파트너십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

트너십을 둘러싼 가족구조,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 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

어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증가, 2

인 소득가구 모형으로의 전환 등 사회구조 및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혼인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가구 내 남

성의 가사 양육 참여가 활발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이 잘 될수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는

다고 한다(이재경 외, 2005).

부부간 육아 분담이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보면 둘째 아이 

출산에서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출산으로 이행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이 출산은 경제 부담이 커 남편의 육아 분

담만으로 출산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2007). 이 결과는 맞

벌이 부부가 둘째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남편의 육아 분담율이 높을 때 더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Torr & Short, 200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은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이 잘 되며,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지원이 원

활할 때 둘째아이 출산이 높아졌다고 한다(윤홍식, 2007)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의 저출산 논의는 초기에 인구학적, 경제

적 요인분석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남녀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노동 공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고, 정부의 정책은 직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출산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

져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전

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 『저출

산·고려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출산율 안정을 위한 활

발한 정책적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요인들의 즉각

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인구학적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으

로는 결혼 연령 연장에 따른 미혼율 증대, 혼인율 저하 및 이혼율 증대, 독신가구의 

증가, 경기침체 및 소득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성공에 대한 기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초기 저출산 연구들이 출산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은 출산력 저하 요인들이 출산 연기나 출산 기피에 어떻게 영항을 미치

는 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와 일/가정 양립지원

정도와 출산력 저하의 관계를 다루는 논의도 많아졌다.

저출산 현상을 인구학적 요인 혹은 경제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보면 저

출산은 자녀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둘째이상 자녀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것

이 문제라고 한다. 혼인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시

민의 체감경기가 나빠지면 1년 뒤 첫째 자녀 출산의 연령이 높아지고 둘째 자녀 출

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조영태, 2009). 또 다른 연구는 가구의 경기 상황 

인식이 둘째아이보다는 셋째 아이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경기 상황이 긍

정적일 때 셋째아이 출산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이삼식, 2007). 

경제변수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출산주체의 성별에 따라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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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남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특히 대졸자의 경우 1년 뒤 출산율이 높아

지는데 비해 여성을 경제활동 증가율이 낮을 때 1년 뒤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

였다(조영태, 2007). 남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 출산율이 높아지

나 여성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그만두었을 때 출산율이 올

라간다.

저출산 현상은 역사적으로 성인 남녀의 파트너십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

트너십을 둘러싼 가족구조,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 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

어 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저하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증가, 2

인 소득가구 모형으로의 전환 등 사회구조 및 가족 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혼인연령과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가구 내 남

성의 가사 양육 참여가 활발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지원이 잘 될수록,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는

다고 한다(이재경 외, 2005).

부부간 육아 분담이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보면 둘째 아이 

출산에서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출산으로 이행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이 출산은 경제 부담이 커 남편의 육아 분

담만으로 출산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2007). 이 결과는 맞

벌이 부부가 둘째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남편의 육아 분담율이 높을 때 더 높다는 

것과 일치한다(Torr & Short, 200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은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가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이 잘 되며,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지원이 원

활할 때 둘째아이 출산이 높아졌다고 한다(윤홍식, 2007)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의 저출산 논의는 초기에 인구학적, 경제

적 요인분석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남녀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노동 공유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고, 정부의 정책은 직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출산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국가 재정의 악화를 가

져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전

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 『저출

산·고려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출산율 안정을 위한 활

발한 정책적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요인들의 즉각

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인구학적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으

로는 결혼 연령 연장에 따른 미혼율 증대, 혼인율 저하 및 이혼율 증대, 독신가구의 

증가, 경기침체 및 소득 불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자녀 성공에 대한 기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초기 저출산 연구들이 출산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은 출산력 저하 요인들이 출산 연기나 출산 기피에 어떻게 영항을 미치

는 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변화와 일/가정 양립지원

정도와 출산력 저하의 관계를 다루는 논의도 많아졌다.

저출산 현상을 인구학적 요인 혹은 경제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연구를 보면 저

출산은 자녀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는 것과 둘째이상 자녀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것

이 문제라고 한다. 혼인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경제적 요인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시

민의 체감경기가 나빠지면 1년 뒤 첫째 자녀 출산의 연령이 높아지고 둘째 자녀 출

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조영태, 2009). 또 다른 연구는 가구의 경기 상황 

인식이 둘째아이보다는 셋째 아이 출산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경기 상황이 긍

정적일 때 셋째아이 출산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이삼식, 2007). 

경제변수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출산주체의 성별에 따라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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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의 사업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강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출산 육아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학교 사회 교육을 강화한다.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 지

원 사회 시스템 확립, 빈곤 아동의 자활, 자립을 지원한다.

국내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단시간 내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양육에 대한 국

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잔여적이라는 비판이 크다. 보육정책에서도 일반 가정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경우 법은 잘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일터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도 대

상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저출산 정책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삼식 외, 2007). 

국내의 저출산 대책이 둘째, 셋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다르면 

영유아 보육지원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

하기 어려웠다. 세금감면제도는 비용 지불 후 사후에 일부분을 보존해 주어 아동 양

육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임금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소득세

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우 양육비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한계가 있다(윤홍식, 2007).

국내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 당사자들에게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자

녀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의 효과성, 제도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선희, 2008;  전혜정, 2009). 만족도는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시 

보호자를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제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예방접종 무

상서비스’,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순이었다. 정책 인지도는 ‘출산휴가제’, ‘셋째

부터 양육수당지급’, ‘출산휴가제’ 순이었다. 효과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보장’이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 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 지원’ 순

접적인 출산장려나 혼인장려, 다자녀 수당지급에만 머물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

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지

만 단편적인 지원이나 보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증진 및 출산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저출산 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둘째로 한국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을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젠더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유럽의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개괄하고 이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국사회에서 젠더관계의 지평을 변화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출산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저출산 대책과 정책 효과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2

월 저출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하

고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하였다. 새로마지 플랜은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저출산 대응 대책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지원 시설을 확

충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을 보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해 신혼부부출발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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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의 사업을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 강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출산 육아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학교 사회 교육을 강화한다.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해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 지

원 사회 시스템 확립, 빈곤 아동의 자활, 자립을 지원한다.

국내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단시간 내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양육에 대한 국

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잔여적이라는 비판이 크다. 보육정책에서도 일반 가정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경우 법은 잘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일터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도 대

상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저출산 정책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한다(이삼식 외, 2007). 

국내의 저출산 대책이 둘째, 셋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다르면 

영유아 보육지원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출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

하기 어려웠다. 세금감면제도는 비용 지불 후 사후에 일부분을 보존해 주어 아동 양

육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다. 게다가 임금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소득세

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우 양육비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한계가 있다(윤홍식, 2007).

국내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 당사자들에게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자

녀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의 효과성, 제도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선희, 2008;  전혜정, 2009). 만족도는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시 

보호자를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제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예방접종 무

상서비스’,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순이었다. 정책 인지도는 ‘출산휴가제’, ‘셋째

부터 양육수당지급’, ‘출산휴가제’ 순이었다. 효과성은 ‘출산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보장’이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 및 육아지원 시설 확충’, ‘정부의 보육비 지원’ 순

접적인 출산장려나 혼인장려, 다자녀 수당지급에만 머물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

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지

만 단편적인 지원이나 보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증진 및 출산력 향상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의 저출산 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둘째로 한국에서 성

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을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젠더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유럽의 저출산 정책의 

사례를 개괄하고 이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국사회에서 젠더관계의 지평을 변화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출산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저출산 대책과 정책 효과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2

월 저출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5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하

고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하였다. 새로마지 플랜은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저출산 대응 대책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지원 시설을 확

충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을 보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해 신혼부부출발지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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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은 젠더계약을 종식시키고 있는 것이다(Herlth, 2002).

2인 소득가구가 늘어나고 남성의 완전한 생계부양자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적 영역의 책임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일/

가정의 이중 부담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더 열심

히 일한다. 남성 또한 보살피는 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므로 결과적으

로 가정에는 돌봄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기회라는 제도적 

평등은 사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적 영역의 성별분업은 계속해서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여성의 이중부담과 남성의 ‘지연된 혁명’은 여성의 

혼인기피 또는 출산 연기라는 대안을 택하게 한다(Hochshild, 1997).

맥도날드는 선진국 여성들이 가족 역할로 제한 받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서 동등

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딜레

마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가족 역할을 맡아야 하는 관계를 형성하

지 않거나, 의도한 것 보다 적은 수의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방식을 선

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진산업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개인지향적 제도

(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고용, 교육과 같이 공적영역의 제도-의 성평등 수

준은 높은데 반해 가족지향적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가사노동 및 육아의 

동등한 분배를 비롯한 가구/가족 유지와 관련된 제도-의 성평등 수준이 낮은데서 기

인한다(McDonald, 2000).

이는 출산율 저하 원인을 여성의 지위향상, 교육 수준 향상에서 찾는 기존의 가정

들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지위 향상 그 자체가 아니

라 가족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지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지향적

제도와 가족지향적 제도를 분리해서 가정함으로써 노동시장,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문제와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의 유지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음 세대의 재생산을 위해 아버지들의 책임, 사회적 책임의 수준

이 적절치 않은 것에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서 남성들을 너무 주목하지 않았다는 지

적(Folbre, 1997)은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할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저출산은 가구 내 가사분담 비율, 성별화된 남녀의 역할과 

이었다(전혜정, 2009).

이를 통해 보면 기존의 정부가 주력해온 출산장려 정책은 인지도도 높지 않으며,

효과성도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여성들은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휴가 후 직장복귀,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기존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3

개월의 유급 모성휴가 보장,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출산장려금 지급에 집중되어 있

어 여성들의 출산지원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의 저출산 정책은 2인 소득가구 증대와 가구 내 성별관계의 변화를 반영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저출산 요인의 젠더 분석 : 2인 소득 가구 증가와 가족 내 성역할 갈등2)

근대적 공/사 구분은 출산과 육아를 사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적 

영역을 여성의 역할로 가정해 왔다.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

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장애로 여겨질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근대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당

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이 공적 영역참여는 근대적 공/사 구분 및 남성과 여

성의 성역할 규범 등과 갈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의식 향상 및 사

회적 참여 증가에 비해 이러한 긴장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

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일과 출산 및 육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점은 저

출산 현상을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시발점이 된다.

최근 기혼여성의 고용참여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도 2인 소득가구가 늘어나고 있

다. 2인 소득 가구뿐 아니라 단독 가구 및 1세대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근대의 핵가족 규범은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는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공

2) 이 부분은 이재경, 조영미i, 이은아, 유정미(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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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역 참여와 지위 향상은 젠더계약을 종식시키고 있는 것이다(Herl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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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피 또는 출산 연기라는 대안을 택하게 한다(Hochshil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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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참여 증가에 비해 이러한 긴장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지원할 것인가

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다. 일과 출산 및 육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점은 저

출산 현상을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시발점이 된다.

최근 기혼여성의 고용참여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도 2인 소득가구가 늘어나고 있

다. 2인 소득 가구뿐 아니라 단독 가구 및 1세대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근대의 핵가족 규범은 더 이상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되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근대의 핵가족 형태는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공

2) 이 부분은 이재경, 조영미i, 이은아, 유정미(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제21권 3호에서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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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정 양립정책

일/가정 양립은 90년대부터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들이 고용된 후에도 일을 계속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했던 동

등기회(equal opportunity) 정책보다 더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면서,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 자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정책이다. 이에는 장기간의 유급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제, 자녀양육수당, 고용유연성을 위한 파트타임 일을 제공하는 것 등이 해

당된다.

일례로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을 쓰기보다 성평등

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을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장기간의 출산, 육아휴직, 적절한 비용으로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보육

서비스 시설, 소득세 감면, 아버지의 양육 책임 부과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Ferrarini and Duvander, 2010).

1990년대부터 스웨덴 정부는 2인 소득/ 돌봄 공유 가구 모델(dual-earner, 

care-sharing household model)에 입각하여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초기 4주에서 

2002년 2개월로 연장), 임금수준이 높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택할 때 지급하는 성평

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도입(2008), 지자체에서 자녀양육수당 지급

(2008), 12개월에서 5세 아동에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pre-school제 시행

(2009), 보육 바우처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 가정에서 자

녀양육과 관련하여 공공 보육서비스와 시장 서비스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주었다.

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산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일부 연구들이 성평등 정책이 출산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나, 성평등 정책이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

실이다(Gauthier, 2007). 

의무, 여성이 공적영역의 참여 증대와 전통적 사적 영역과의 갈등, 전반적인 사회의 

성평등 수준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저출산을 다루는 논의들은 성평등 수준이 높고, 공/사 영역에

서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으며, 가족 내에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높을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 분석은 성평등 수준 

및 공사 영역에서의 성별분업 해체와 연관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4. 성평등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출산 현상을 여성의 공적영역 참가 증가와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공백으로 분석

함에 따라 성평등한 저출산 정책은 다음의 3가지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남녀 모두가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둘째는 여성이 부담해왔던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남녀가 공동

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는 출산과 무관하게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을 따라 보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은 2인 소득가구

(dual-earner family)를 전제로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돌봄 노동 공유를 통해 임금노

동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하며, 가족, 교육, 고용 등의 공적 영역에서 성평등 수

준을 제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다음은 유럽의 저출산 정책들 중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각 정책들이 출산력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출산력을 

증진시키면서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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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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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럽의 저출산 정책들 중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각 정책들이 출산력 증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조건에서 출산력을 

증진시키면서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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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고용정책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의 경우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는 여성 고용율이 증가할수록 출산률이 하락하였다. 60년대부터 여

성이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져 70년대 유럽평균 여성노동참여율은 50%, 90년대는 

60%에 이르게 되었다. 90년대 초반까지 여성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여성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반전이 일어난다. 물론 동부 유럽의 경우는 예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서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출산을 마친 여성

들이 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용이해 졌기 때문이며(Neyer, 2006), 유럽에서 남성-

가장, 여성-가사 육아 담당자라는 전통적 가족모델을 지배적인 모델로 보지 않고 남

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때문이다(d'Addio and d'Ercole, 2006). 

〔그림 2〕OECD 국가의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1980-1999)

관련 연구를 보면 고르도는 성평등 정책이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Gordo, 2010), 앤더슨은 스웨덴 사례를 통해 성평등 증진 정책이나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들이 아동수당 지급 정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한다(Andersson, 2008). 

프랑스 데이터를 분석한 Thevenon 경우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모성역할 지원

을 함께 할 때 출산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Thevenon, 2008). 

출산정책 중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뿐 아니라 언제 자녀를 나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칼위지는 서부유럽 16개국 데이터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일/가

정 양립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출산속도와 출산 자녀수 두 가지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Kalwij, 2010).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모성지원정책, 고용정책과 함께 연계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의 슬리보스의 작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

책을 잘 추진하는 국가에서 출산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Sleebos, 

2003).   

〔그림 1〕일/가정 양립정책과 출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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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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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를 보면 고르도는 성평등 정책이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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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들이 아동수당 지급 정책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한다(Andersson, 2008). 

프랑스 데이터를 분석한 Thevenon 경우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모성역할 지원

을 함께 할 때 출산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Thevenon, 2008). 

출산정책 중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 뿐 아니라 언제 자녀를 나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칼위지는 서부유럽 16개국 데이터를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일/가

정 양립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출산속도와 출산 자녀수 두 가지 모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Kalwij, 2010).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모성지원정책, 고용정책과 함께 연계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의 슬리보스의 작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

책을 잘 추진하는 국가에서 출산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Sleebo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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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직은 여성고용 증진정책을 일/가정 양립 외에도 사회 전반의 여성지위나 가족 

내 가부장적 권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고용 증진이 언제나 출

산력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드레직에 따르면 유고슬라

비아 공산치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출산력 증진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성평등 외에도 여성의 교육정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산력과 복합적으로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Drezgic, 2010).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유럽국가들의 육아휴직은 기간이나 급여 수준이 나라에 따라 매우 다르다. 휴가제도

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간접비

용을 줄여주며, 일하는 엄마의 경력보장 및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출산율을 낮춘다고 하며, 출산 휴가 중 임금

보전율이 높으면 출산율을 높인다고 한다. 아버지의 출산휴가 참여가 출산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가 육아휴직

을 할 경우 둘째아,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Duvander and 

Andersson, 2006; Duvander et at. 2010).

모성은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모성

휴가가 유급으로 충분한 기간 주어지고 직업복귀를 보장하게 되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수월해진다. 육아휴직의 경우 장기간의 유급휴가는 여성들을 모성역할에 고

착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보다는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육아 휴직에 남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4. 보육 서비스 

보육서비스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적절한 비용으로 양

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 향상 뿐 아니라 여성 고용 증대 및 아동

〔그림 3〕국가별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관계(1980-2000) 

여성의 고용율 외에 고용 형태도 출산율 향상에 중요하다. 2000년도 OECD 국

가를 보면 여성들이 시간제 일(part-time job)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고용 중 

일용직(temporary job) 비율이 높은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낮았다. 이는 

여성의 고용율 자체 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d'Addio and d'Ercole, 2006). 

〔그림 4〕국가별 여성 시간제/일용직 고용율과 합계출산율 관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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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직은 여성고용 증진정책을 일/가정 양립 외에도 사회 전반의 여성지위나 가족 

내 가부장적 권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고용 증진이 언제나 출

산력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드레직에 따르면 유고슬라

비아 공산치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출산력 증진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성평등 외에도 여성의 교육정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출산력과 복합적으로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Drezgic, 2010).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유럽국가들의 육아휴직은 기간이나 급여 수준이 나라에 따라 매우 다르다. 휴가제도

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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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국가별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관계(1980-2000) 

여성의 고용율 외에 고용 형태도 출산율 향상에 중요하다. 2000년도 OECD 국

가를 보면 여성들이 시간제 일(part-time job)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

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고용 중 

일용직(temporary job) 비율이 높은 스페인이나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낮았다. 이는 

여성의 고용율 자체 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d'Addio and d'Ercole, 2006). 

〔그림 4〕국가별 여성 시간제/일용직 고용율과 합계출산율 관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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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정책, 보육정책, 성평등 정책의 교차분석 

성평등을 지향하는 출산정책은 고용, 보육, 모성휴가 등 여러 정책을 함께 교차 

분석하여 성평등 증진과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

일 정책들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다른 정책과 같이 추진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여성

들의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을 증진시키고 출산력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나이어는 유럽의 출산정책(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gender policies), 여성고용정

책(employment policies)과 보육정책(care policies)을 교차시켜 각 정책이 출산력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Neyer, 2006). 

분석 결과 육아 휴직 동안 여성 혹은 남성의 임금 수준을 보장해 준 경우, 출산 

후에도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보장해준 경우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보육 시설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사립 보육시설보다 공보육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율이 높았

고, 부모 수입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나이어는 성평등한 출산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

고, 질 높고 적절한 비용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며, 여성(출산한 여성)의 취업이 보

장되며, 여성(출산한 여성)의 임금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임금 및 취업 정책을 활성

화 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Neyer, 2009).

5. 나가는 말 : 성평등을 지향하는 저출산 정책

이제까지 성평등 관점에서 유럽의 저출산 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한국에

서 저출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출산정책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야말로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여성

의 역할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

의 자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육서비스의 질, 비용, 접근성, 수용성이 중요한데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

공 보육시설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 특히 3세 이하 영아 보육 서

비스는 여성들이 출산 후 일터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이므로 3세 이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d'Addio and d'Ercole, 2006).   

공공보육은 가족 내 양육비를 보조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일/가정 양

립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역시 그 자체보다는 보육과 관련된 문화적 상황이나 노동시장, 복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고띠에는 출산력에 보육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을 보육서비스 체계의 구조, 데이케어 시스템과 다른 사회 복지서비스 수준과 관계,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한다(Gauther, 2007).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보육서비스가 출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한다. 일본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보육시설에 대기자

수가 많고,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출산력에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같이 가족친화정책이 활발하고, 양질의 보육시설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림 5〕3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율과 출산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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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토론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영태(2009),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 분석 : 인구학적 접근”,『서울시 저출산 대응 

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에 여성들의 출산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출산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출산 정책의 기본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 정책목표를 친가족/친출산 정책에서 성평등 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구를 전통적 핵가족의 생계부양자, 전업주부 모

델에서 2인 소득가구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도 여성의 일에서 사회와 남성과 책임을 공

유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여성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임금 및 고용조건 등 노

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가족수당, 출산장려금 중심에서 공공보육시설(3세이하 영아보육), 

여성고용증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유연화된 일자리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

향 조정,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모색

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학적 변화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병렬적으로 분

석되는 것에서 나아가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부각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2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재분석하였으며, 각국의 사회문

화적 맥락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재 제한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한국의 사례

와 연계하여 비교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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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

조세법제의�기본방향”

허강무 l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최근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

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

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 보장 등

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

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정책의 근본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세법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활력있는 경제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율을 억제하고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 사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던 내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토

록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 증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이념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

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방향
허강무1)

1)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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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

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

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 보장 등

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

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정책의 근본

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세법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활력있는 경제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율을 억제하고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 사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던 내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토

록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세부담 증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이념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

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방향
허강무1)

1)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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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기준 11.0%로 OECD 국가 중 아직은 낮은 수

준이나,9)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

기인구특별추계(2005)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는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에서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

달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8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의학기술의 발전, 산업화

의 진전 등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압축

산업화｣의 효과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효과가 모두 작용함으로

써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0)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20년 52,160

천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59천명으로 축소되

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사회 전

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11) 즉, 저출산․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9) 2010년 주요국가 노인인구 비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노인인구비율 11.0% 22.7% 13.1% 14.1% 16.6% 16.8%

자료 : 통계청, 『OECD 인구』, 2010.
10) 유철규, “압축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갈등”, 『계간 감사』, 2004. 가을호, 27쪽.
1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천명,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2060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0~14세

(비율)
12,951 

(34.0) 

10,974 

(25.6) 

9,911 

(21.1) 

7,975 

(16.1) 

6,788 

(13.2) 

6,575 

(12.6) 

5,718 

(11.2) 

4,783 

(9.9) 

4,473 

(10.2) 

15~64세

(비율)
23,717 

(62.2) 

29,701 

(69.3) 

33,702 

(71.7) 

35,983 

(72.8) 

36,563 

(71.1) 

32,893 

(63.1) 

28,873 

(56.5) 

25,347 

(52.7) 

21,865 

(49.7) 

65세 이상

(비율)
1,456 

(3.8)

2,195 

(5.1) 

3,395 

(7.2)

5,452 

(11.0) 

8,084 

(15.7) 

12,691 

(24.3) 

16,501 

(32.3) 

17,991 

(37.4)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1. 문제의 제기

최근 지구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2)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3) 특히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고령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4) 출산율은 2010년도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5)이 1.29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고6), 출생아 수7)는 10년 전인 2001년도 

555천명에 비해 2011년에는 471천명으로 16%가 감소하였다.8) 게다가 우리나라의 

● 이 글은 「조세법 연구(Ⅺ-2)」(2005.11.30.)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UN기준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7%이상,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

세 인구가 14%이상,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이상을 말한다.
3) 역사상 인구감소는 모두 전염병이나 기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페스트

로 인한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 감자기근으로 인한 19세기 후반 아일랜드의 인구감소 등이 있고, 20세

기 들어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및 아시아의 인구 감소 등을 들 수 있다(김현진, “일본의 저출

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2003. 7, 4쪽).
4)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5) 합계출산율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임기 연령인 15~49세 여성이 특정 연도 1년간 출생한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다.
6) 2010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국가 세계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합계출산율 2.52  1.29 1.32 1.65 2.07 1.97 1.83 

자료 : 통계청, 『OECD 인구』, 2010.
7)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단위 : 천명, 명)

구 분 71 81 9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출생아 수 1,025 867 709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470 47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1.
8) 우리사회의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개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의 연기 및 기피현상에 의한 미혼율

의 증대, 기혼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이다(김승권,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 1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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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기준 11.0%로 OECD 국가 중 아직은 낮은 수

준이나,9)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

기인구특별추계(2005)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는 2000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에서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

달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8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의학기술의 발전, 산업화

의 진전 등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위 ｢압축

산업화｣의 효과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효과가 모두 작용함으로

써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10)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020년 52,160

천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59천명으로 축소되

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사회 전

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11) 즉, 저출산․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9) 2010년 주요국가 노인인구 비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노인인구비율 11.0% 22.7% 13.1% 14.1% 16.6% 16.8%

자료 : 통계청, 『OECD 인구』, 2010.
10) 유철규, “압축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갈등”, 『계간 감사』, 2004. 가을호, 27쪽.
1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천명, %)

구 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2060
총인구 38,124 42,869 47,008 49,410 51,435 52,160 51,091 48,121 43,959 

0~14세

(비율)
12,951 

(34.0) 

10,974 

(25.6) 

9,911 

(21.1) 

7,975 

(16.1) 

6,788 

(13.2) 

6,575 

(12.6) 

5,718 

(11.2) 

4,783 

(9.9) 

4,473 

(10.2) 

15~64세

(비율)
23,717 

(62.2) 

29,701 

(69.3) 

33,702 

(71.7) 

35,983 

(72.8) 

36,563 

(71.1) 

32,893 

(63.1) 

28,873 

(56.5) 

25,347 

(52.7) 

21,865 

(49.7) 

65세 이상

(비율)
1,456 

(3.8)

2,195 

(5.1) 

3,395 

(7.2)

5,452 

(11.0) 

8,084 

(15.7) 

12,691 

(24.3) 

16,501 

(32.3) 

17,991 

(37.4) 

17,622 

(40.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1. 문제의 제기

최근 지구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저출산․고령화2)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3) 특히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고령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4) 출산율은 2010년도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5)이 1.29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고6), 출생아 수7)는 10년 전인 2001년도 

555천명에 비해 2011년에는 471천명으로 16%가 감소하였다.8) 게다가 우리나라의 

● 이 글은 「조세법 연구(Ⅺ-2)」(2005.11.30.)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UN기준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7%이상,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

세 인구가 14%이상,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이상을 말한다.
3) 역사상 인구감소는 모두 전염병이나 기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페스트

로 인한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 감자기근으로 인한 19세기 후반 아일랜드의 인구감소 등이 있고, 20세

기 들어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및 아시아의 인구 감소 등을 들 수 있다(김현진, “일본의 저출

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2003. 7, 4쪽).
4)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03.
5) 합계출산율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임기 연령인 15~49세 여성이 특정 연도 1년간 출생한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다.
6) 2010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국가 세계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합계출산율 2.52  1.29 1.32 1.65 2.07 1.97 1.83 

자료 : 통계청, 『OECD 인구』, 2010.
7)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단위 : 천명, 명)

구 분 71 81 9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출생아 수 1,025 867 709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470 47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1.
8) 우리사회의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개인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의 연기 및 기피현상에 의한 미혼율

의 증대, 기혼부부의 자녀양육부담의 증가와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이다(김승권,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 12,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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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는 가족의 형태를 비롯하여, 우리나

라 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인구의 감소 및 저축률의 저하를 요인으로 하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 현역 

세대의 사회 보장의 부담증가 등을 초래할 것인 바, 향후의 저출산․고령사회는 이

러한 우려로 인하여 비관적인 전망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가 다

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 경제 규모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축소

된다 해도 국민 1인당으로 보면 보다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특히 고령화현상)는 우리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

가인류문명의 발달로 인한 ｢축복｣인가의 여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 사회로 인

하여 발생될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즉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여

성이나 고령자의 사회 참여의 추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의 구축 등 수행해

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복지, 노동, 교육 

등 여러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조세법제도 마찬가지로써 

이하의 기본방향에 바탕을 두고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세제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은 공적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있다. 조세는 사회

를 성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

회의 구성원인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공적 서비스에 의한 

편익은 사회의 구성원이 폭 넓게 향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는 모두가 넓고 공

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는 「사회 공통의 비용을 조달

하기 위한 회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제

기되는 재정지출 증가 중 가장 큰 부분은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이다. 이를 연금기

여금과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요율이 대폭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국민부담률이 점차 증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6.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노인부양비는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민부담율이 증가한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근로소득

에 적용되는 세금의 부담이 높아져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12)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저출산․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는 현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1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법제의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조세의 다양한 기능15)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2) 최준욱․전병목, “고령화의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제』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4. 11. 9, 53쪽.
13)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1. 15.
14)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전망                                      (GDP대비 비중, %)

국가명
2000 기준 2050 전망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한  국 28.1 25.6 2.5 26.3 34.0 △7.7
일  본 29.4 32.3 △2.9 29.5 35.3 △5.8
미  국 29.7 25.5 4.2 29.4 30.4 △1.0
스웨덴 56.5 52.2 4.3 53.2 55.8 △2.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1)
15)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상과 같은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이지만, 경제사회와의 관련에서

는 세제는 소득 재분배 기능, 景氣調整(stabilization) 機能도 가지고 있다(.金子宏, 租稅法(第九版增補版), 
弘文堂, 2004, 1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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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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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해도 국민 1인당으로 보면 보다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특히 고령화현상)는 우리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

가인류문명의 발달로 인한 ｢축복｣인가의 여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 사회로 인

하여 발생될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즉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여

성이나 고령자의 사회 참여의 추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의 구축 등 수행해

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복지, 노동, 교육 

등 여러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조세법제도 마찬가지로써 

이하의 기본방향에 바탕을 두고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세제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은 공적 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있다. 조세는 사회

를 성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

회의 구성원인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공적 서비스에 의한 

편익은 사회의 구성원이 폭 넓게 향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는 모두가 넓고 공

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는 「사회 공통의 비용을 조달

하기 위한 회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제

기되는 재정지출 증가 중 가장 큰 부분은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이다. 이를 연금기

여금과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요율이 대폭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국민부담률이 점차 증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2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6.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노인부양비는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약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민부담율이 증가한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근로소득

에 적용되는 세금의 부담이 높아져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12)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저출산․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는 현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1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법제의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조세의 다양한 기능15) 가운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2) 최준욱․전병목, “고령화의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제』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4. 11. 9, 53쪽.
13)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1. 15.
14)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전망                                      (GDP대비 비중, %)

국가명
2000 기준 2050 전망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한  국 28.1 25.6 2.5 26.3 34.0 △7.7
일  본 29.4 32.3 △2.9 29.5 35.3 △5.8
미  국 29.7 25.5 4.2 29.4 30.4 △1.0
스웨덴 56.5 52.2 4.3 53.2 55.8 △2.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1)
15)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상과 같은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이지만, 경제사회와의 관련에서

는 세제는 소득 재분배 기능, 景氣調整(stabilization) 機能도 가지고 있다(.金子宏, 租稅法(第九版增補版), 
弘文堂, 2004, 1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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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

현세대가 공적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충분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 결과 

공채(公債)라고 하는 재원 조달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그것이 세대간의 공평을 해

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미래세대는 참가와 선택의 기회가 봉

쇄된 상황에서 현세대에 의해 발행된 공채의 상환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반면에 현세대는 공채 상환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

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채의 발행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누적된 공채는 미래 세대의 개개인에게 무거운 부담되

어 장래의 경제사회의 활력이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18) 특히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의 진전 아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대간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더욱 심각한 고민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른바 세대회계의 논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대간의 공평이라고 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이른바「세대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의 논의도 행해지고 있다. 「세대 회

계」는 각 세대마다의 일생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공적서비스의 수익과 부담을 

세대별로 분해하여 일생주기를 통한 순수익 또는 순부담의 할인 현재 가치를 세대별

로 추계하는 것이다.19) 이는 세대마다의 부담과 수익의 상황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일생주기를 통한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생주기를 고려한 조세부담의 변동을 살펴보면 소

18)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의 문제는 헌법학 등에서도 ｢次世代의 人權｣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畑尻剛,
“財政に對する憲法原理としての「世代間の公平｣”, 『納稅者權利論の展開』, 2001, 125頁 以下).

19)  麻生良文․吉田浩, “世代會計からみた世代別の受益と負擔”,    財務省 財務総合政策研究所『フィナン
シャル･レビュー』通巻 第40号, 1996. 6, 2 頁.

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조세를 「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공평성․중립성․간소성의 원칙이다.16)

 1) 공평성의 원칙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조세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과세 베이스는 넓게 확보되고 

있는지, 조세특별조치 등을 재검토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기존의 세

제를 재차 점검하여 보다 공평한 세제를 목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공평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 고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공평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는 「세대간의 공평」이라고 하

는 관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고령 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취급

해야 한다는 사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수

가 적게 되는 근로 세대만이 조세부담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부담이 과중하여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고령 세대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 사정,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일정한 조세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17)

16) 자세한 내용은, 首藤重幸․田中治,『公平․中立․簡素․公正の法理』, 日稅硏論集 弟54号, 2004; 日本政
府稅制調査會, 『わが国税制の現状と課題 －２１世紀に向けた国民の参加と選択－』, 1999. 7, 15頁 以下;
졸고, 조세법상 법치국가원리와 과세권의 한계, 『토지공법연구』제22집, 2004. 7, 333쪽 이하.

17)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Ⅰ)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 한

국조세연구원, 2003. 12,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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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

현세대가 공적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충분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 결과 

공채(公債)라고 하는 재원 조달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 그것이 세대간의 공평을 해

치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미래세대는 참가와 선택의 기회가 봉

쇄된 상황에서 현세대에 의해 발행된 공채의 상환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반면에 현세대는 공채 상환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

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채의 발행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결국 누적된 공채는 미래 세대의 개개인에게 무거운 부담되

어 장래의 경제사회의 활력이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18) 특히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의 진전 아래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대간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더욱 심각한 고민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3) 이른바 세대회계의 논의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대간의 공평이라고 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이른바「세대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의 논의도 행해지고 있다. 「세대 회

계」는 각 세대마다의 일생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 공적서비스의 수익과 부담을 

세대별로 분해하여 일생주기를 통한 순수익 또는 순부담의 할인 현재 가치를 세대별

로 추계하는 것이다.19) 이는 세대마다의 부담과 수익의 상황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일생주기를 통한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생주기를 고려한 조세부담의 변동을 살펴보면 소

18)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부담의 문제는 헌법학 등에서도 ｢次世代의 人權｣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畑尻剛,
“財政に對する憲法原理としての「世代間の公平｣”, 『納稅者權利論の展開』, 2001, 125頁 以下).

19)  麻生良文․吉田浩, “世代會計からみた世代別の受益と負擔”,    財務省 財務総合政策研究所『フィナン
シャル･レビュー』通巻 第40号, 1996. 6, 2 頁.

에 대응하여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조세를 「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공평성․중립성․간소성의 원칙이다.16)

 1) 공평성의 원칙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조세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과세 베이스는 넓게 확보되고 

있는지, 조세특별조치 등을 재검토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기존의 세

제를 재차 점검하여 보다 공평한 세제를 목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공평성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 고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공평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공평성의 문제는 「세대간의 공평」이라고 하

는 관점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고령 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취급

해야 한다는 사고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원수

가 적게 되는 근로 세대만이 조세부담을 부여받게 된다면, 그 부담이 과중하여 고용 

및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사회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고령 세대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경제 사정,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일정한 조세부담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17)

16) 자세한 내용은, 首藤重幸․田中治,『公平․中立․簡素․公正の法理』, 日稅硏論集 弟54号, 2004; 日本政
府稅制調査會, 『わが国税制の現状と課題 －２１世紀に向けた国民の参加と選択－』, 1999. 7, 15頁 以下;
졸고, 조세법상 법치국가원리와 과세권의 한계, 『토지공법연구』제22집, 2004. 7, 333쪽 이하.

17)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Ⅰ)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 한

국조세연구원, 2003. 12, 149쪽.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408

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조세특별조치는 공평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중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재검토를 실시하여 정리 합리화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3) 간소성의 원칙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세제의 간소성

의 원칙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22) 조세법령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뿐 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세정책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법은 

더욱 복잡해져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23)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신설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수직적 불평등이 발생될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세가 복잡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볼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납세의무의 이행가능성

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법의 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24) 따라서 조

세제도는 이해하기 쉬워야 할 뿐 만 아니라 자기의 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

해야 하며,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적게 드는 것이어야 

한다.25)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조세법령은 세금의 종류, 세율체계,

면세조항, 신고 서식 및 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단일세율체제(flat rate tax 

system), 유형화, 개산액, 면세점 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2) 田中二郞, 租稅法, 有斐閣, 1990, 92頁.
23)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和田八束, 租稅政策の新展開 -財政改革と稅制
改革-, 文眞堂, 1986, 207頁 以下.

24) 현재 우리나라는 세목 수가 너무 많을 뿐 만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너무 빈

번한 조세법령의 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

진권, 조세행정의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27쪽.
25)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27쪽 이하.

득과세의 경우 연령과 세대에 따라 조세부담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한다. 경제

활동인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게 되어 현재의 누진적 소득세

제하에서는 점차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20) 그러나 고령세대에 이르게 되면 조세

부담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다만 세대회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假定數値 誤謬

로 발생되는 차이, 통계의 제약, 세제나 사회 보장 제도 등이 민간 활동에 초래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2) 중립성의 원칙

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창출되는 소득에서 과세되

므로, 세제가 경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중

립성」의 원칙이란 세제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선택을 

왜곡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21)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 재원 조달 수단이 되는 세제가 가능한 한 경제활동이나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한 자원 배분이 종래 이상으로 중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사회의 활력을 

재촉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성」의 원칙은 한층 중요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세계화․정보화와 기업활동의 다양화 등에 따른 기업 형태에 대해

서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로 인한 취업 형

태, 노동 공급과 여가와의 선택, 소비 선택 등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

는 것 등이 요구된다. 조세특별조치는 특정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이며 , 이것에 의해 기업활동의 「활력」이나 경제의 활성화를 일반적으로 실현하려

20) 오연천,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자치행정연구』제2호, 2000, 19쪽.
21) 石弘光, 『稅制 ウオッチソダ』, 中央公論新社, 2001, 1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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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조세특별조치는 공평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중립성 

확보의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재검토를 실시하여 정리 합리화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3) 간소성의 원칙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세제의 간소성

의 원칙은 항상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22) 조세법령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복잡할 

뿐 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세정책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법은 

더욱 복잡해져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마련이다.23)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신설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수직적 불평등이 발생될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세가 복잡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볼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조세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납세의무의 이행가능성

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세법의 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24) 따라서 조

세제도는 이해하기 쉬워야 할 뿐 만 아니라 자기의 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

해야 하며,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적게 드는 것이어야 

한다.25)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조세법령은 세금의 종류, 세율체계,

면세조항, 신고 서식 및 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단일세율체제(flat rate tax 

system), 유형화, 개산액, 면세점 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2) 田中二郞, 租稅法, 有斐閣, 1990, 92頁.
23)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和田八束, 租稅政策の新展開 -財政改革と稅制
改革-, 文眞堂, 1986, 207頁 以下.

24) 현재 우리나라는 세목 수가 너무 많을 뿐 만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너무 빈

번한 조세법령의 개정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조세체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

진권, 조세행정의 개혁방향과 정책과제,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27쪽.
25)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2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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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구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대하게 되어 현재의 누진적 소득세

제하에서는 점차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20) 그러나 고령세대에 이르게 되면 조세

부담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다만 세대회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假定數値 誤謬

로 발생되는 차이, 통계의 제약, 세제나 사회 보장 제도 등이 민간 활동에 초래하는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2) 중립성의 원칙

조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창출되는 소득에서 과세되

므로, 세제가 경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중

립성」의 원칙이란 세제가 가능한 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선택을 

왜곡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이다.21) 공적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 재원 조달 수단이 되는 세제가 가능한 한 경제활동이나 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재검토되어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한 자원 배분이 종래 이상으로 중시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사회의 활력을 

재촉한다는 의미에서 「중립성」의 원칙은 한층 중요한 것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특히 세계화․정보화와 기업활동의 다양화 등에 따른 기업 형태에 대해

서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로 인한 취업 형

태, 노동 공급과 여가와의 선택, 소비 선택 등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

는 것 등이 요구된다. 조세특별조치는 특정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이며 , 이것에 의해 기업활동의 「활력」이나 경제의 활성화를 일반적으로 실현하려

20) 오연천,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자치행정연구』제2호, 2000, 19쪽.
21) 石弘光, 『稅制 ウオッチソダ』, 中央公論新社, 2001, 1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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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앞으로도 글로벌화 등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력을 끌어내는 관점

에서 개인의 취업이나 기업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세제, 간소하고 알기 

쉬운 세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래의 저출산․고령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의 구

축에 있어서는 개인소득 과세의 기간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및 소비세제의 역

할을 높여 가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

해서는 철저한 세출 삭감과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세제상의 왜곡이

나 불공평의 시정이라고 하는 관점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토대로 각 세목의 과제에 대해 열기하고자 한다.

3.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소득 과세의 과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세의 주요한 특징은 취약한 과세기반으로 인한 낮은 과세부

담율과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형식상 종합과세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비과세․분리과세로 과세기반이 협소

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부분의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분리과세하고 있고, 상

당부분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총국

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2010년 21%)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재정수요 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공제․감면이 많아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바,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대

상자 중 과세미달자와 세액이 0인 자의 비중이 43.8%,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

세미달자 비중이 39.1%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제․감면이 소득공제 형식으로 되어 

2.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 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의 증가는 피할 수 없

다고 예측된다. 재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

운데, 국민은 장래의 세 부담이나 사회 보장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투명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래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할 여러 제도가 반대로 장래에

의 불안을 증폭시켜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를 지탱할 필요 불가결한 안전망(safety net)이므로 국민이 

갖게 될 장래에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와 재정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을 포함한 세출면에

서의 철저한 개혁과 동시에 세제면에서는 소득․소비․자산 등의 과세대상 사이에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조세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고령사회에서 더욱 요구

되는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입 구조의 구축을 이룩해 나가

야 할 것이다.26)

3. 개인 및 기업이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를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현역 

사회나 남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고령자나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역할이 높아지는 향후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활력의 원천으로서 

민간비영리 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부함을 실현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생산성의 향상이므로, 생산 활동의 주역인 기

26) 日本政府稅制調査會, 『少子․高齡社會における稅制のあり方』, 2003. 6,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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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앞으로도 글로벌화 등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제면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력을 끌어내는 관점

에서 개인의 취업이나 기업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적인 세제, 간소하고 알기 

쉬운 세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래의 저출산․고령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의 구

축에 있어서는 개인소득 과세의 기간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및 소비세제의 역

할을 높여 가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

해서는 철저한 세출 삭감과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세제상의 왜곡이

나 불공평의 시정이라고 하는 관점에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토대로 각 세목의 과제에 대해 열기하고자 한다.

3.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개인소득 과세의 과제

우리나라 개인소득과세의 주요한 특징은 취약한 과세기반으로 인한 낮은 과세부

담율과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형식상 종합과세체

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광범위한 비과세․분리과세로 과세기반이 협소

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부분의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분리과세하고 있고, 상

당부분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 부가급여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총국

세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2010년 21%)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재정수요 조달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공제․감면이 많아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바,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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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달자 비중이 39.1%이다. 또한 대부분의 공제․감면이 소득공제 형식으로 되어 

2.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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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예측된다. 재정이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

운데, 국민은 장래의 세 부담이나 사회 보장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투명감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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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저출산․고령사회를 지탱할 필요 불가결한 안전망(safety net)이므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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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을 포함한 세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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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를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 현역 

사회나 남녀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고령자나 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지 않는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역할이 높아지는 향후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활력의 원천으로서 

민간비영리 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 감소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부함을 실현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생산성의 향상이므로, 생산 활동의 주역인 기

26) 日本政府稅制調査會, 『少子․高齡社會における稅制のあり方』, 2003. 6,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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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과세 등의 재검토

공적 연금 등 공제는 연금 수입이면 고령자의 다른 수입 상황에 관련 없이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과세 베이스로부터의 탈루가 발생하여 현역 

세대와의 사이는 물론, 고령자 사이에서도 부담의 언밸런스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나 퇴직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취업 형태의 다양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세제와 경제사회 변화와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1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금과세체계는 종전의 연금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급여 수급시 과세하지 않는 체계에서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

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개인연금기여금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내

에서)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다.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으로 과세

대상의 기존 불입분(拂入分)은 기득권을 인정27)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공

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연금과세

체계 개편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서 중대한 변화의 하나라고 

평가할 만하다.

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

연금

소득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과세
공무원

연금 등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사적

연금소득

퇴직보험

연금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

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과세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

는 저축분부터 과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보장보호법 등에 따라 받는 연금

2006.1.1이후 실제 소득공제 받

는 금액을 기초로 받는 것부터 

과세

27) 연금소득 범위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며 소득분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여전히 낮아 공평성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향후 소득세제는 지금까지의 감세정책과는 달리 재원 조달 기능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간세로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람직한 개인소득 과세를 장래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를 수반

하지 않고서도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개혁은 세제의 다양한 왜곡이나 불공평을 시정하여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상의 다양한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부담 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순

하게 증세론이나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재원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

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개인소득 과세의 본연의 자세로서 어떠한 부담 구조를 목

표로 해야 하는가에 있다.

개인소득 과세가 다양한 세제상의 왜곡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공적 연금 

등의 공제와 같이 특정한 수입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나 비과세 조치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입이 과세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써 다른 

수입과 비교하여 부담의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에게 불공평감

을 심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넓고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개인소득 과세의 부담 구

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입을 가능한 한 과세 베이스로 확보한 후, 기초공제나 

부양 공제라고 하는 인적 공제를 통해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담 구조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역 세대에 부담이 편향되지 않

게 세대간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의 선택에 대해 

중립적인 제도로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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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급여시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공적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고, 개인연금기여금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내

에서)에서 전액 소득공제 되고 있다. 공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으로 과세

대상의 기존 불입분(拂入分)은 기득권을 인정27)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며 공

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연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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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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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2002.1.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것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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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사적

연금소득

퇴직보험

연금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2005.1.1.이후 최초로 퇴직함으

로써 지급받는 것부터 과세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2001.1.1.이후에 최초로 가입하

는 저축분부터 과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보장보호법 등에 따라 받는 연금

2006.1.1이후 실제 소득공제 받

는 금액을 기초로 받는 것부터 

과세

27) 연금소득 범위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크며 소득분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여전히 낮아 공평성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로소득에 비해 실효세 부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향후 소득세제는 지금까지의 감세정책과는 달리 재원 조달 기능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간세로서의 기능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람직한 개인소득 과세를 장래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를 수반

하지 않고서도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함이

다. 이러한 개혁은 세제의 다양한 왜곡이나 불공평을 시정하여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상의 다양한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부담 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순

하게 증세론이나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재원론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

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개인소득 과세의 본연의 자세로서 어떠한 부담 구조를 목

표로 해야 하는가에 있다.

개인소득 과세가 다양한 세제상의 왜곡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공적 연금 

등의 공제와 같이 특정한 수입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나 비과세 조치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입이 과세 베이스에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써 다른 

수입과 비교하여 부담의 불균형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에게 불공평감

을 심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넓고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개인소득 과세의 부담 구

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입을 가능한 한 과세 베이스로 확보한 후, 기초공제나 

부양 공제라고 하는 인적 공제를 통해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러한 부담 구조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역 세대에 부담이 편향되지 않

게 세대간의 공평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사회 활동의 선택에 대해 

중립적인 제도로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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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제개편의 주요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

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

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

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과세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사업소득자에 맞추어 경감시켜주기 보

다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을 통해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율을 높여30) 조세부담

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근로소득과세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소득 공

제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무에 따른 경비의 개산 공제로서 명확화 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지출 공

제의 범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에게 확정신고를 통해 경비를 실액 공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향은 근로소득자가 스스로의 

경비에 대해 설명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립한 근로자상의 자

리 매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3. 인적공제의 기본구조의 재검토

　저출산․고령사회는 사회 보장 등 공공 비용의 부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넓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부담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경제사회의 견인차로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적 공제의 기본 구조는 가족의 취업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인적 공제는 주로 표준세대(자녀가 두 

29) 현진권, 『근로소득세제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04. 12, 1쪽; 전병목․

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97쪽.
30)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225쪽 이하.

먼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소득 비중의 상승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근로세대의 연금재정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각출금 인상

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구간별 소득공제를 차등적

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세부담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연령별 소득

공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28)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연령이 상승할수록 

보유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노년기의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간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이 필

요하다.

2. 근로소득 과세의 재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고, 각

종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세수비중은 주요 외국에 비하여 절반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소득자의 낮은 소득포착율로 인하여 상대적 불평등감을 느끼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계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

었다. 즉, 이러한 조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

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29)

28) 전영숙․한도숙, 연금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191쪽 이하.
자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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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제개편의 주요대상인 중하위 소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제율 확대는 저

소득층 보호라는 목표달성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중하위 소득계층에 집중

된 혜택구조는 오히려 면세점 이후 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빠르게 증가시켜 중

상위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과세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사업소득자에 맞추어 경감시켜주기 보

다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을 통해 사업소득자의 소득포착율을 높여30) 조세부담

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근로소득과세의 공동화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소득 공

제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무에 따른 경비의 개산 공제로서 명확화 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지출 공

제의 범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에게 확정신고를 통해 경비를 실액 공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향은 근로소득자가 스스로의 

경비에 대해 설명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립한 근로자상의 자

리 매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3. 인적공제의 기본구조의 재검토

　저출산․고령사회는 사회 보장 등 공공 비용의 부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넓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부담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경제사회의 견인차로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적 공제의 기본 구조는 가족의 취업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인적 공제는 주로 표준세대(자녀가 두 

29) 현진권, 『근로소득세제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04. 12, 1쪽; 전병목․

원종학,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97쪽.
30)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2, 225쪽 이하.

먼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체계를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소득 비중의 상승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근로세대의 연금재정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각출금 인상

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소득구간별 소득공제를 차등적

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세부담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연령별 소득

공제의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28)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연령이 상승할수록 

보유자산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노년기의 

소비를 위한 재원으로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간 

수급개시연령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연령별 연금소득공제의 차등적용이 필

요하다.

2. 근로소득 과세의 재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고, 각

종 세수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세수비중은 주요 외국에 비하여 절반이하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소득자의 낮은 소득포착율로 인하여 상대적 불평등감을 느끼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계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되

었다. 즉, 이러한 조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

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주로 중하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하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구축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 달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낮은 세율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우리나라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29)

28) 전영숙․한도숙, 연금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191쪽 이하.
자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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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해서 향후 국민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의 부담이 넓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소비․자산 등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 사

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던 내

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세부담 증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

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념

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

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이와 같은 조세법제 개혁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

응할 수 있도록 10년 혹은 20년을 시야에 넣는 세제의 재구축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주로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소득재분배나 경기조

정(stabilization) 등의 기능을 도외시 하고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향후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정의 기능 등을 포함하는 조

세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어, 저출산․고령사회가 삶의 질이 

담보되는 인류의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본 논문은 단지 화두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며 결론을 갈음한다.

명이고 부부 어느 한쪽이 직업을 갖는 세대)의 과세 최저한을 염두해 두고 인적공제

가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여 남성이 여성을 부양한다고 하는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

렇지만 향후에는 세대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세대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

을 근로자 개인을 기본단위로 인적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배우자공제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전업주부가 있는 세대를 일방적

으로 우대 하는 조치에 해당됨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

치 않다.31) 그 동안 전업주부가 부담했던 가사나 육아 등은 어떠한 형태의 세대에

서도 발생되는 문제임을 생각한다면 배우자공제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육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공제구조

는 부양공제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 공제 제도가 아닌 세액공제 제도로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출산ㆍ보육수당 등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

세하고 있으나, 향후 비과세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경제사회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의료․개호 급부의 증대로 인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

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활력 있는 경

제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율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개혁, 즉 

세제 개혁, 재무행정 개혁, 경제구조 개혁, 금융 시스템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

며, 이미 일각의 유예도 용납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세법제의 개혁은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하여 현재 개별 세목이 안고 있는 

31) 金子宏, “所得稅制の構造改革 : 少子ㆍ高齡化社會と各種控除の見直し”. 『ジュリスト』 1260號 , 2004, 
240頁; 원종학, “일본의 배우자 공제제도, 사회보험과 여성노동공급”, 『재정포럼』, 2003. 가을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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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해서 향후 국민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공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의 부담이 넓고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소비․자산 등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 사

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감면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던 내

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세부담 증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

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념

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

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이와 같은 조세법제 개혁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

응할 수 있도록 10년 혹은 20년을 시야에 넣는 세제의 재구축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주로 공적 서비스의 재원 조달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소득재분배나 경기조

정(stabilization) 등의 기능을 도외시 하고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향후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정의 기능 등을 포함하는 조

세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어, 저출산․고령사회가 삶의 질이 

담보되는 인류의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본 논문은 단지 화두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며 결론을 갈음한다.

명이고 부부 어느 한쪽이 직업을 갖는 세대)의 과세 최저한을 염두해 두고 인적공제

가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여 남성이 여성을 부양한다고 하는 색채를 띠고 있었다. 그

렇지만 향후에는 세대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세대를 기본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

을 근로자 개인을 기본단위로 인적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배우자공제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전업주부가 있는 세대를 일방적

으로 우대 하는 조치에 해당됨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절

치 않다.31) 그 동안 전업주부가 부담했던 가사나 육아 등은 어떠한 형태의 세대에

서도 발생되는 문제임을 생각한다면 배우자공제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육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공제구조

는 부양공제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 공제 제도가 아닌 세액공제 제도로 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출산ㆍ보육수당 등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

세하고 있으나, 향후 비과세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경제사회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의료․개호 급부의 증대로 인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

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활력 있는 경

제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율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적인 개혁, 즉 

세제 개혁, 재무행정 개혁, 경제구조 개혁, 금융 시스템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

며, 이미 일각의 유예도 용납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세법제의 개혁은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하여 현재 개별 세목이 안고 있는 

31) 金子宏, “所得稅制の構造改革 : 少子ㆍ高齡化社會と各種控除の見直し”. 『ジュリスト』 1260號 , 2004, 
240頁; 원종학, “일본의 배우자 공제제도, 사회보험과 여성노동공급”, 『재정포럼』, 2003. 가을호, 19쪽.





“�저출산에�대응하기�위한��

조세제도의�개편방안”

정지선 l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재의 조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직면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가족친화

적인 N분의 N승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부양공제에 있어서 기준연령과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공제제도에 있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부녀자 소득공제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6

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다

자녀 추가공제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공제에 있

어서 항목별 공제는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는 그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출산․보

육수당의 비과세제도에 있어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금액은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다섯째, 분유나 

기저귀 및 어린이의 의류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에서 주

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세제에 한정하고 있

는데,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조세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1)

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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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

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재의 조세제도는 우리나라가 직면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가족친화

적인 N분의 N승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부양공제에 있어서 기준연령과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공제제도에 있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부녀자 소득공제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하고, 6

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다

자녀 추가공제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별공제에 있

어서 항목별 공제는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교육비공제는 그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출산․보

육수당의 비과세제도에 있어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데, 이러한 금액은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다섯째, 분유나 

기저귀 및 어린이의 의류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에서 주

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재정지원 등 정책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세제에 한정하고 있

는데,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조세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1)

1)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42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제도 측면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는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 전

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다자녀추가공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세제상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육아지원 등과 관련한 제반 지출정책 측면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많은 경우 조세지원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가구원의 증가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득공제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되어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세제지원 현황을 국세

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세

 1) 다자녀추가공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인

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

다2).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억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는 기본공제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볼 때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2)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1항.

1. 서론

일반적으로 저출산 사회란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 이하의 상태인 사회를 의미한

다1). 즉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과 몇 십년 

전에만 하더라도 고출산 사회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인구억

제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출산율이 하락한 시점은 늦지만 감소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에서 현재는 1.4명 정도로 1970년에 비하여 약 70% 가량 감소하

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꾸준한 출산억제정책과 산업구

조의 변화 및 남녀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

담의 증가, 혼인 연령의 상승과 출산지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은 근로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을 초래하

게 되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납세인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등 심

각한 사회 및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홍기용․이기화 2004, 52).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과 조

세제도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자녀추가공제제도와 같은 세제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저출산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 전환

시점의 부적절, 사업의 우선순위 부재 및 중앙정부와 지방지치단체의 정책의 혼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1) 이하 본 원고는 (회계연구 제12권 제3호, 대한회계학회, 2007.12)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세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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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제도 측면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는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 전

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다자녀추가공제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세제상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육아지원 등과 관련한 제반 지출정책 측면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많은 경우 조세지원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가구원의 증가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득공제 제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등과 관련되어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세제지원 현황을 국세

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세

 1) 다자녀추가공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인

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

다2).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억제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는 기본공제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볼 때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2)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1항.

1. 서론

일반적으로 저출산 사회란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 이하의 상태인 사회를 의미한

다1). 즉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과 몇 십년 

전에만 하더라도 고출산 사회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인구억

제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하여 출산율이 하락한 시점은 늦지만 감소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 4.53명에서 현재는 1.4명 정도로 1970년에 비하여 약 70% 가량 감소하

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꾸준한 출산억제정책과 산업구

조의 변화 및 남녀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

담의 증가, 혼인 연령의 상승과 출산지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은 근로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의 고갈을 초래하

게 되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납세인원의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 등 심

각한 사회 및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홍기용․이기화 2004, 52).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과 조

세제도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자녀추가공제제도와 같은 세제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저출산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 전환

시점의 부적절, 사업의 우선순위 부재 및 중앙정부와 지방지치단체의 정책의 혼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1) 이하 본 원고는 (회계연구 제12권 제3호, 대한회계학회, 2007.12)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세법령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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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

하는 제도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제도

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공제를 적용한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

를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세액공제와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

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8).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에 6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 9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정책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3), 이것도 자녀양육비에 대한 비용공제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비공제 및 보육비지원의 비과세 등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교육비공제를 통해서 자녀의 수업료, 입

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과금 등 교육비를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는데, 영

유아 및 초중고생의 일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 300만원

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

고 있다4).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5).

 3) 직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상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에 산입한다6).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필

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7).

3)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4)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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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

하는 제도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제도

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공제를 적용한 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

를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세액공제와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

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8).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

에 6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 9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정책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3), 이것도 자녀양육비에 대한 비용공제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비공제 및 보육비지원의 비과세 등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교육비공제를 통해서 자녀의 수업료, 입

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과금 등 교육비를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하는데, 영

유아 및 초중고생의 일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 300만원

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

고 있다4).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

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5).

 3) 직장의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상 지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

에 산입한다6).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필

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7).

3)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
4)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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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구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현재에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월등

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9).

2. 지방세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물세인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현재 존재하는 지방세법상의 지원은 영유아보유시설

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

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미국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EITC 최대금액은 412달러인데 비해서, 1인 자녀 부부의 

경우 2,747달러, 2인 자녀를 가진 부부인 경우 그 최대금액은 4,556달러이다.

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

분의 28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7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90

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

여액 등에 9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

상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3

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법 당시에는 부양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계산하여 출산장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현재는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효

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할 것이지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

산장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유자녀 가구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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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구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현재에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월등

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9).

2. 지방세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물세인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현재 존재하는 지방세법상의 지원은 영유아보유시설

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

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미국의 경우 무자녀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EITC 최대금액은 412달러인데 비해서, 1인 자녀 부부의 

경우 2,747달러, 2인 자녀를 가진 부부인 경우 그 최대금액은 4,556달러이다.

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

분의 28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7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90

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

여액 등에 9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

상 1,2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이 1,200

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3

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법 당시에는 부양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계산하여 출산장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현재는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효

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근로장려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

다고 할 것이지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출

산장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유자녀 가구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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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액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과세의 공평성, 헌

법상의 원칙과 헌법규정, 민법상의 부부재산제, 조세행정 등과도 중요한 관계를 갖

는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와 소비단

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로 구분된다. 소비단위는 다시 소비생활 집단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의 분할 여부에 따라 합

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합산분할주의는 소득의 분할

방법에 따라 균등분할주의와 불균등분할주의로 세분할 수 있으며, 적용할 세율표에 

따라 단일세율표주의와 복수세율표주의로 구분된다.

 2)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11), 이러한 개인

단위주의는 혼인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자산소

득의 경우에는 재산을 부부간에 분산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

용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분산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

에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되게 된다(김완석․이전오, 2004).

둘째, 개인단위주의는 기혼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즉 일반

적으로 기혼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보다는 근로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제하

게 되는 것이다.

1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기본적으로 조세제도는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평등하게 

입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불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입법하는 것도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

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범국가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조세평등주의를 일부 훼손하더라도 조세제도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세제도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개선방안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단위인 개인단위주의를 

소비단위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

재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단위로의 개편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이다10). 즉 소득세의 과세단위란 

소득을 가득(稼得)하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산정할 것인지,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

비단위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과누진세율에 

10)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에 관하여는 (김완석, 2005)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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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액의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과세의 공평성, 헌

법상의 원칙과 헌법규정, 민법상의 부부재산제, 조세행정 등과도 중요한 관계를 갖

는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와 소비단

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로 구분된다. 소비단위는 다시 소비생활 집단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와 가족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의 분할 여부에 따라 합

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합산분할주의는 소득의 분할

방법에 따라 균등분할주의와 불균등분할주의로 세분할 수 있으며, 적용할 세율표에 

따라 단일세율표주의와 복수세율표주의로 구분된다.

 2)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11), 이러한 개인

단위주의는 혼인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자산소

득의 경우에는 재산을 부부간에 분산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

용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분산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

에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되게 된다(김완석․이전오, 2004).

둘째, 개인단위주의는 기혼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즉 일반

적으로 기혼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보다는 근로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억제하

게 되는 것이다.

1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3.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기본적으로 조세제도는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평등하게 

입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불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게 입법하는 것도 원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차별

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범국가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조세평등주의를 일부 훼손하더라도 조세제도를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조세제도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의 개선방안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단위인 개인단위주의를 

소비단위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

재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단위로의 개편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이다10). 즉 소득세의 과세단위란 

소득을 가득(稼得)하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산정할 것인지,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

비단위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과누진세율에 

10)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의의와 유형에 관하여는 (김완석, 2005)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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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단위를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현행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에서 선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김완석․이전오, 2004; 정규언, 2007). 즉 부부

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

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다시 그 산출세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부부

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합산대상이 되는 부부에는 부부 모두 소득

을 가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소득을 가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처럼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2분2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재산형성에 

대한 공동기여의 배려와 재산분할청구제도와의 조화, 부부재산계약제와의 조화, 실질

과세의 원칙에의 적합성, 부부 생활실태에의 부합성 및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과 조

세부담 형평성 침해의 방지를 그 주장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N분의 N승제로 변경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Ｎ분의Ｎ승제란 부부 및 부양 자녀의 소득을 합

산하고 그 후에 이 합계소득을, 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가족 수(Ｎ)로 나눈 금액을 

산출하여 과세면제금액을 공제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다시 N을 곱

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첫째, 현행 과세단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2분2승제의 도입을 주

장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세율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과세단위만 2분2승제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미국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단일

세율표 하에서의 2분2승제는 기혼자를 독신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우대하는 문제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독신세대주에게

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3).

둘째, 위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13)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공동신고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및 독신 세대주의 4종류로 세분하여 각각 세율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즉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단위주의보다 소비단위주의가 더 

우월한 것이다.

넷째,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설사 당해 소득이 명의상으로는 

부부의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쌍방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실태에 부합된다. 더 나아가서 부부의 한쪽은 오로지 가사에 전념하고 

다른 한 쪽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득자(稼得者) 일방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또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하여 높은 초

과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함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

하게 작용한다12). 이러한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따른 과세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는 소득을 분산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와의 사이에 과세 형평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대응

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소요되

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여섯째,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에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배려하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제도 및 상속법상의 기여분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

다.

 3) 과세단위의 개선방안(개인단위주의 → N분의 N승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에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현재의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

12) 특히 자산명의의 형식적인 변경에 의한 자산소득의 분산, 가족조합을 가장한 소득의 분산, 가족간의 거래

에 의한 소득의 분산 및 고용인으로 가장한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에 따른 사업소득 등의 분할 등이 문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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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단위를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현행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에서 선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김완석․이전오, 2004; 정규언, 2007). 즉 부부

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이에 소

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한 후 다시 그 산출세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부부

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합산대상이 되는 부부에는 부부 모두 소득

을 가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소득을 가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처럼 소득세의 과세단위에 2분2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재산형성에 

대한 공동기여의 배려와 재산분할청구제도와의 조화, 부부재산계약제와의 조화, 실질

과세의 원칙에의 적합성, 부부 생활실태에의 부합성 및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과 조

세부담 형평성 침해의 방지를 그 주장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N분의 N승제로 변경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Ｎ분의Ｎ승제란 부부 및 부양 자녀의 소득을 합

산하고 그 후에 이 합계소득을, 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가족 수(Ｎ)로 나눈 금액을 

산출하여 과세면제금액을 공제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다시 N을 곱

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첫째, 현행 과세단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2분2승제의 도입을 주

장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세율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과세단위만 2분2승제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미국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단일

세율표 하에서의 2분2승제는 기혼자를 독신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우대하는 문제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독신세대주에게

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3).

둘째, 위의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13)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공동신고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및 독신 세대주의 4종류로 세분하여 각각 세율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의 지급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즉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단위주의보다 소비단위주의가 더 

우월한 것이다.

넷째, 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설사 당해 소득이 명의상으로는 

부부의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쌍방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실태에 부합된다. 더 나아가서 부부의 한쪽은 오로지 가사에 전념하고 

다른 한 쪽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득자(稼得者) 일방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또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하여 높은 초

과누진세율의 적용을 면함으로써 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이 강

하게 작용한다12). 이러한 소득의 인위적인 분산에 따른 과세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는 소득을 분산하지 못한 납세의무자와의 사이에 과세 형평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대응

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소요되

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여섯째,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에서 부부의 공동기여를 배려하고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제도 및 상속법상의 기여분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

다.

 3) 과세단위의 개선방안(개인단위주의 → N분의 N승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에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현재의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

12) 특히 자산명의의 형식적인 변경에 의한 자산소득의 분산, 가족조합을 가장한 소득의 분산, 가족간의 거래

에 의한 소득의 분산 및 고용인으로 가장한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에 따른 사업소득 등의 분할 등이 문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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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김완석, 2005). 이 경우 소비

단위에 포함시킬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가족단위에 있어

서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은 소비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여섯째, 실제로 과세단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통일된 형식

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

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제수제라는 소득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

세단위의 선택은 입법재량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저출산에 관련된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N분의 N승제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N분의 N승제는 가족의 부양에 부응하여 누진소득세의 누진도를 완화시

키는 작용을 하지만,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문제점

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완석, 2005). 그러나 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소득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극도의 누진세율

구조였지만, 지속적으로 누진세율구조가 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각 국가의 경우 과세단위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위헌결정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혼인에 대한 징벌적인 경우에 한한다14).

다시 말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15)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존립을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장려

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

14)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바82결정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2분2승제의 도입으로 복수세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신고를 하는 기혼부부의 경우에도 결혼혜택을 누리는 자와 결혼징벌을 부담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즉 복수세율표 하에서는 기혼부부의 공동신고는 기혼부부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지만, 때로는 조세징벌을 부담시키기도 하는 것이다(김완석,

2005). 또한,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세율구조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이 복잡하게 되어 납세

의무자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현행의 과세단위인 개인단위주의는 결혼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

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2분2승제는 결혼은 일정 부분 장려할 수 있지만, 출산

장려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소비단위 중에서 

N분의 N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프랑스

의 경우에 N분의 N승제의 도입으로 부양하는 세대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장려

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았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세수가 급격

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세수의 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N분의 N승제의 도입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를 지나치게 우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세단

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할 것인지, 가족을 단위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과세단위는 결국 누진세와 가구와 가구 사이의 평등 및 혼인한 자와 혼인하

지 아니한 자의 평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하다고 

한다. 즉 현행의 세제는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

느 것을 유지하고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인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이창

희, 2005).

다섯째,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경제단위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주의보다 소비단위주의가 더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는 부부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각각 과세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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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김완석, 2005). 이 경우 소비

단위에 포함시킬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가족단위에 있어

서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은 소비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여섯째, 실제로 과세단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통일된 형식

을 취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완전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

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제수제라는 소득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

세단위의 선택은 입법재량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인데, 저출산에 관련된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N분의 N승제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곱째, N분의 N승제는 가족의 부양에 부응하여 누진소득세의 누진도를 완화시

키는 작용을 하지만, 고액소득자에게 보다 큰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문제점

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완석, 2005). 그러나 소득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실제로 소득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과거에는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극도의 누진세율

구조였지만, 지속적으로 누진세율구조가 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각 국가의 경우 과세단위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위헌결정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혼인에 대한 징벌적인 경우에 한한다14).

다시 말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15)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과제로서 적극적으로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기존의 혼인과 가족제도의 존립을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장려

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

14)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2002.8.29, 2001헌바82결정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2분2승제의 도입으로 복수세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신고를 하는 기혼부부의 경우에도 결혼혜택을 누리는 자와 결혼징벌을 부담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즉 복수세율표 하에서는 기혼부부의 공동신고는 기혼부부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지만, 때로는 조세징벌을 부담시키기도 하는 것이다(김완석,

2005). 또한, 복수세율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세율구조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이 복잡하게 되어 납세

의무자가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현행의 과세단위인 개인단위주의는 결혼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

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2분2승제는 결혼은 일정 부분 장려할 수 있지만, 출산

장려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소비단위 중에서 

N분의 N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경험했던 프랑스

의 경우에 N분의 N승제의 도입으로 부양하는 세대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장려

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았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세수가 급격

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세수의 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N분의 N승제의 도입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를 지나치게 우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세단

위는 일반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할 것인지, 가족을 단위로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과세단위는 결국 누진세와 가구와 가구 사이의 평등 및 혼인한 자와 혼인하

지 아니한 자의 평등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하다고 

한다. 즉 현행의 세제는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

느 것을 유지하고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인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이창

희, 2005).

다섯째,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경제단위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주의보다 소비단위주의가 더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의 기본단위는 부부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각각 과세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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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제도 중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종합소득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6).

① 해당 거주자

②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

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

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위탁아동)

16)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하는 것을 말한다(김완석,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N분의 N승제는 혼

인을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세단위를 N분의 N승제로 변경할 경우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와 가족계

수의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먼저 N분의 N승제를 도입할 경우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가 문제이다. 즉 부부와 자녀만을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등을 포함한 동거가

족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다. 현대의 가족은 과거와는 달리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부부와 자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과거의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된 현실에 비추어 부

부와 그 자녀만을 합산대상에 포함시키되, 자녀의 경우에도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연령요건은 자녀의 경우에는 24세

(여) 또는 27세(남) 이하의(다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로 함) 경우와 장

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에 합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계수의 산정은 N분의 N승제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자녀까지는 0.5로 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1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소득공제액 또한 합리적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의 내용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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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제도 중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종합소득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6).

① 해당 거주자

②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

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

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위탁아동)

16)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하는 것을 말한다(김완석,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더라도 N분의 N승제는 혼

인을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세단위를 N분의 N승제로 변경할 경우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와 가족계

수의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먼저 N분의 N승제를 도입할 경우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가 문제이다. 즉 부부와 자녀만을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등을 포함한 동거가

족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다. 현대의 가족은 과거와는 달리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부부와 자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과거의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된 현실에 비추어 부

부와 그 자녀만을 합산대상에 포함시키되, 자녀의 경우에도 독립할 수 있는 연령인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연령요건은 자녀의 경우에는 24세

(여) 또는 27세(남) 이하의(다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로 함) 경우와 장

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에 합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계수의 산정은 N분의 N승제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자녀까지는 0.5로 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1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와 함께 소득공제액 또한 합리적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의 내용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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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며,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공제신청의 유무에 상관없이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되, 기

부금을 지출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자녀부양공제제도

자녀부양공제로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1

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부양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자녀부양공제의 경우 연령을 20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연령을 상향조정하

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

당하여 많은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24세(남자의 

경우 27세) 이하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제대상 자녀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중에서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혼인의 경우 법률적 혼인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

여 태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중 혼인 중에 출

산한 자녀로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홍기용․이기화, 2004).

또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낮아서 국민기초생활보

대하여는 개선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특별공제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17).

①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

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

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18).

(4)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당해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구분

하여 적용한다19).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17)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18)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1항.
19) 특별공제에 있어서 당해 공제액은 그 항목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와 관련 있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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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며,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공제신청의 유무에 상관없이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하되, 기

부금을 지출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금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자녀부양공제제도

자녀부양공제로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1

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부양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자녀부양공제의 경우 연령을 20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연령을 상향조정하

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교육열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

당하여 많은 자녀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24세(남자의 

경우 27세) 이하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제대상 자녀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중에서 사실혼 관계의 자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혼인의 경우 법률적 혼인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

여 태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중 혼인 중에 출

산한 자녀로 한정하여 공제를 허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홍기용․이기화, 2004).

또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낮아서 국민기초생활보

대하여는 개선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특별공제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17).

①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

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

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에는 1명당 연 

200만원

(3)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18).

(4)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당해 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구분

하여 적용한다19).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보험료, 의료비,

17)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18)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1항.
19) 특별공제에 있어서 당해 공제액은 그 항목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출산장려와 관련 있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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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

시에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명당 100만원씩 공제하다가,

201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3

명 이상이면 추가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공제제도의 도입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매우 바람

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입 당시의 금액보다 2배 정도 증액시키기는 하였지

만, 여전히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출산장려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라면 그 금액

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특별공제제도

① 공제대상자의 문제

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공제

를 인정하고21),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를 의미)에는 항목별 

공제의 인정 대신에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반면에 사

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근로소득자에게는 항목별 공제를 

인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

21) 다만,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도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법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소지가 높

다20). 부연하면 자녀부양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체계 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김

완석, 2006).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1994

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하여 100만원으로 하였고, 2009년 12월 개정으로 현재의 

15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100만원이 된 이후에,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 1인당 

400만원 또는 50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추가공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제도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소득

공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및 출생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출

산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만 소득을 획득

하는 부부의 경우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육아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녀자 소득공제 금액(50만원)을 현실화하고, 부녀자 세대주 공제대상 범위

를 미혼여성과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포함시켜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서희열․정덕주, 2004).

셋째,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이므로 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20) 이는 비단 자녀부양공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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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

시에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명당 100만원씩 공제하다가,

201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3

명 이상이면 추가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공제제도의 도입은 상징적인 면에서는 매우 바람

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입 당시의 금액보다 2배 정도 증액시키기는 하였지

만, 여전히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출산장려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산장려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라면 그 금액

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특별공제제도

① 공제대상자의 문제

특별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공제

를 인정하고21),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를 의미)에는 항목별 

공제의 인정 대신에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소득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투명하게 밝혀지는 반면에 사

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근로소득자에게는 항목별 공제를 

인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

21) 다만, 기부금공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도 항목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법의 가구별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소지가 높

다20). 부연하면 자녀부양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 면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체계 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김

완석, 2006).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1994

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하여 100만원으로 하였고, 2009년 12월 개정으로 현재의 

15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100만원이 된 이후에,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소한 1인당 

400만원 또는 50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 추가공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제도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소득

공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및 출생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출

산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방만 소득을 획득

하는 부부의 경우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육아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녀자 소득공제 금액(50만원)을 현실화하고, 부녀자 세대주 공제대상 범위

를 미혼여성과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포함시켜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서희열․정덕주, 2004).

셋째,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금액이므로 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20) 이는 비단 자녀부양공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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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에 대하여 신용결제

나 지로결제를 확산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현재의 소득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

감의 혜택이 가능할 것이다(장혜경 외, 2004).

둘째, 금액의 적정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등학교 까지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대학교는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각 학

교마다 등록금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것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출된 교육비는 그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공제하여

야 한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

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대학교가 학

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교육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

학원에 진학하는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의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도 대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정하여지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데24), 미국 또는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도

록 변경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수나 취학 자녀의 수 및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되, 취학 자녀의 수가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니라 출산장려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과

세표준의 양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특별공제의 차별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인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별 특별공제대상 및 금액의 문제

특별공제 대상 중에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교육비공제인데, 교육비

공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해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22)의 전액을 공제

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경우에는 연 300

만원(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900

만원(대학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23).

이러한 교육비공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교육비의 공제 여부이다. 즉 현

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 때문인데, 현행 교육비공제제도 하에서 사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

로 소득세법상 교육비(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제외)는 사실상 공교육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제를 허용하거나, 현재 6세 이하 자녀

를 가진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추가공제를 18세(고등학생)까지로 하고 공제액도 

확대하는 것이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홍기용․이기화,

22) 여기서 수업료 등이란 학교․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국외교육기관․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이 학습하는 학원에 지급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의미한다.
23)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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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에 대하여 신용결제

나 지로결제를 확산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현재의 소득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

감의 혜택이 가능할 것이다(장혜경 외, 2004).

둘째, 금액의 적정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등학교 까지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대학교는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그러나 각 학

교마다 등록금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제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것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출된 교육비는 그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액 공제하여

야 한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

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대학교가 학

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교육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

학원에 진학하는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의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도 대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정하여지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데24), 미국 또는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도

록 변경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수나 취학 자녀의 수 및 소득규모에 따라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되, 취학 자녀의 수가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한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니라 출산장려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과

세표준의 양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특별공제의 차별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특별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인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별 특별공제대상 및 금액의 문제

특별공제 대상 중에서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교육비공제인데, 교육비

공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당해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22)의 전액을 공제

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경우에는 연 300

만원(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900

만원(대학생)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23).

이러한 교육비공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교육비의 공제 여부이다. 즉 현

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 때문인데, 현행 교육비공제제도 하에서 사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공제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

로 소득세법상 교육비(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제외)는 사실상 공교육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공제를 허용하거나, 현재 6세 이하 자녀

를 가진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추가공제를 18세(고등학생)까지로 하고 공제액도 

확대하는 것이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홍기용․이기화,

22) 여기서 수업료 등이란 학교․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국외교육기관․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이 학습하는 학원에 지급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의미한다.
23)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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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용품

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분유․기저귀 및 어린이의 의류 등 출산 

및 육아용품26)을 면세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5. 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27)와 재산세 등으로 재산관련 조세가 주를 이루고 있

어서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지방세는 인

세 위주가 아니라 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세제를 출산장려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

랑스의 경우 주거세에 있어서 주거 평균 임대가격의 일정비율로 세액공제하는 제도

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취득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차등비례세율28)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주택을 유상거래를 통하

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지방

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조치를 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초자

치단체 세목이다29).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단위로 개

26) 여기에는 출산용품(유아침대, 침구류), 유아용 식료품(이유용식품(분유 및 이유식 포함)), 어린이 안정용

품(카시트, 미아방지용품), 신생아․육아․어린이 의류(신발, 모자, 양말 포함), 위생용품(기저귀), 이동수단

(유모차, 보행기)등이 있다.
27) 2010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었는데, 두 세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

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고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이에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28) 2010년까지는 단일비례세율구조였지만,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도 차등비례세율구조로 바뀌었다.

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홍기용․이기화, 2004).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제도의 합리화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

과세하고 있다25).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매우 낮은 금액으로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

기 때문에 과세대상간의 공평성 측면이나 경제활동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면세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부가

가치세의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함으로

써 그 재화 등에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면세제도와 같은 조세지

원의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경우라면 이러한 조세우대조치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및 육아용품 등에 대하여 면세하게 되면 그 만큼 출산을 장려하게 되고, 장

래에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출산과 육

아용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아동용 보호장구․의류․신발 및 모자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

동용카시트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을 경감

시키도록 하고 있다.

25)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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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용품

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분유․기저귀 및 어린이의 의류 등 출산 

및 육아용품26)을 면세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5. 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취득세27)와 재산세 등으로 재산관련 조세가 주를 이루고 있

어서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지방세는 인

세 위주가 아니라 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세제를 출산장려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

랑스의 경우 주거세에 있어서 주거 평균 임대가격의 일정비율로 세액공제하는 제도

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취득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차등비례세율28)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지만, 주택을 유상거래를 통하

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지방

세법상 주택을 유상거래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조치를 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초자

치단체 세목이다29).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단위로 개

26) 여기에는 출산용품(유아침대, 침구류), 유아용 식료품(이유용식품(분유 및 이유식 포함)), 어린이 안정용

품(카시트, 미아방지용품), 신생아․육아․어린이 의류(신발, 모자, 양말 포함), 위생용품(기저귀), 이동수단

(유모차, 보행기)등이 있다.
27) 2010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었는데, 두 세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

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고 있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었다. 이에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28) 2010년까지는 단일비례세율구조였지만,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구조도 차등비례세율구조로 바뀌었다.

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홍기용․이기화, 2004).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제도의 합리화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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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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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재산세의 경우에 한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 각 항목별 출

산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단위주의는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의 사회진

출을 억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가족친화적인 

N분의 N승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부양공제에 있어서 연령을 24세(남자의 경우 27세)로 인상하여야 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중에서 사실혼관계의 자녀를 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

한, 공제금액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추가공제제도에 있어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부

녀자 소득공제금액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적용

되는 추가공제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그 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별공제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소득자에 한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

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자에게 항목별공제를 인

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특별공제에 있어서 교육비공제는 그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제도에 있어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분유나 기저귀 및 어린이의 의류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으로써 육아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

아홉 번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별과세하고 있으며,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건물별로 개별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토지는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

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의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별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이처럼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의 경우에 한하여 다자녀 가구

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에 대한 비용도 자녀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비

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자녀가 세 명일 경우 20세까지(학생일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 27세까지, 여자의 

경우 24세까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0%를 공제해 주고, 네 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자녀 당 추가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조세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

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소득세법상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는 과세단위의 개편방안이다.

둘째,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출산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산과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의 성격상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택과 관련

29)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50%를 공동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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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尾真知子(2005), 少子化対策の展開と論点, 国立国会図書館調査部.

日本 労働研究機構欧州事務所(2003.2), フランスの家族政策、両立支援政策及び出生率

上昇の背景と要因, 特別レポート Vol.５.

日本厚生省(1999), 少子化に関連する諸外国の取組みについて, 人口問題審議会.

日本厚生省(2004), 平成16年版　少子化社会白書.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세제에 한정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합리적인 개편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조세제도의 개편만을 통해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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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 l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본 논문은 ‘차별없는’ 유연근무제의 도입방안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및 여성고용정

책을 다룬다. ‘차별없이 자발적으로 선택되고 사용자의 필요가 결합되는’ 유연근무제는 

낮은 여성고용률, 남녀평등, 일-가정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반면, 유연근무제는 그 취지나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 특성상 여전히 저임금, 불안

정 고용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이러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정책으

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허실을 살펴본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90년대 초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유럽연합(EU)에서의 육

아휴직 및 단시간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등에 이어,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
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

한 유연근무제와 관련 법제의 추이는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 유연성에 대한 경쟁적 요구

와 노동시장내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차별없는 노동시장의 발전, 남녀평등지향적

인 고용정책의 확산, 그리고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다양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정책과 법제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차

별이 없으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상용 단

시간근로’로 압축할 수 있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핵심법률인「남

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근로

기준법」, 그리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등 2010년 제18대 국회 

말부터 2012년 제19대 국회 현재까지 주요 개정안 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입법현황

을 분석 평가한다. 또, 우리 노동시장에서 단시간일자리의 고용현황은 여전히 저임금 불

안정 고용의 현실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 단축이 우선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지향적이며, 자발적 선택에 기인한 일․가정

양립형 차별없는 진정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기 위한 전제와 요건을 제시한다.

핵심어: 유연근무제, 여성 고용률, 성평등, 일․가정양립, 단시간 근로, 탄력적 근로, 불안정 고

용, 근로시간단축, 상용 단시간 근로

저출산과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차별없는’ 유연근무제 도입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이호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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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추진, 여

성 실업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도 고용정책 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데 

이어 2010년 12월 14일 대통령업무보고이후 부처의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추진방안

을 논의하고 ‘공정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점이 일자리’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3)

한편, 국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심화와 함께 여성고용률 제고와 동시에, 

남녀평등 및 일․가정양립의 차원에서 관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장기적 인적자원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고용률’제고, 우리 사회의 

여전한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녀평등’(임금, 채용, 승진, 교육․훈련, 작업장배치 등

에서)의 지속적 개선, ‘일․가정양립’이라는 정책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수단의 ‘적정성’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2) 2010.7.9,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 부처 손잡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속도 낸다’ 참조. 양 

부처가 체결한 협약안에는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계협력부야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저해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

색에 대한 조사․연구, 2. 남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확충, 3.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및 여성 실업자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실시, 4.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5. 일하

는 여성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남녀고용평등기업인증 연계, 6. 기타, 양부처가 추

진하고 있는 관련 제반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등을 열거하였다. 
3) 2010.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업무는 이미 시작‘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2011.1.1부터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를 전담할 고용정보보조원 180명을 기존 full-time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로 인원을 두 배로 늘려 채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 ‘유연근무제 도입

을 통한 채용을 계기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과 가정의 적극적인 양립지원을 

통해 가정 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

듭날 것‘이라고 스스로 그 의의를 부여하였다.  

1. 서론

이 글에서는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중요한 논쟁이 되

고 있는 유연근무법제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지

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0%미만에 머물고 있어 관련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70%내외의 높은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

는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여성고용률 평균치에 비하여 크게 대

비되는 것이다. 

〈표 1〉여성고용률 비교 추이

구분

남자 여자

15세이상인

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이상인

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6 18,863 74.1 71.3 3.8 19,899 50.3 48.8 2.9
2007 19,084 74.0 71.3 3.7 20,086 50.2 48.9 2.6
2008 19,324 73.3 70.9 3.6 20,273 50.0 48.7 2.6
2009 19,596 73.1 70.1 4.1 20,496 49.2 47.7 3.0
2010 19,849 73.0 70.1 4.0 20,741 49.4 47.8 3.3

자료: 통계청 2011년 2월 고용동향, 2011.3.16 자료(필자 재구성)(http://kostat.go.kr/portal/korea)

저출산 고령화시대 먼저 이와 같이 낮은 여성고용률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1년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즉, 여성고용이 많이 분포한 유연근무제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시간제 근로는 9.3%(여성의 13.2%)인데 비하여 OECD 회원

국 평균은 15.5%(여성 25.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

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활용에 대하여 ‘고용불안도 없고’ 

‘근로조건도 차별받지 않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

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고

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0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여성 일자리 창

출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2) 양 부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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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추진, 여

성 실업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여성창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도 고용정책 총괄부처로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데 

이어 2010년 12월 14일 대통령업무보고이후 부처의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추진방안

을 논의하고 ‘공정사회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접점이 일자리’임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3)

한편, 국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심화와 함께 여성고용률 제고와 동시에, 

남녀평등 및 일․가정양립의 차원에서 관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즉,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장기적 인적자원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성고용률’제고, 우리 사회의 

여전한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녀평등’(임금, 채용, 승진, 교육․훈련, 작업장배치 등

에서)의 지속적 개선, ‘일․가정양립’이라는 정책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수단의 ‘적정성’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2) 2010.7.9,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 부처 손잡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속도 낸다’ 참조. 양 

부처가 체결한 협약안에는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계협력부야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및 저해요인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

색에 대한 조사․연구, 2. 남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

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확충, 3.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및 여성 실업자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실시, 4.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5. 일하

는 여성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남녀고용평등기업인증 연계, 6. 기타, 양부처가 추

진하고 있는 관련 제반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등을 열거하였다. 
3) 2010.12.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업무는 이미 시작‘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2011.1.1부터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를 전담할 고용정보보조원 180명을 기존 full-time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로 인원을 두 배로 늘려 채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급 

90만원에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 ‘유연근무제 도입

을 통한 채용을 계기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과 가정의 적극적인 양립지원을 

통해 가정 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거

듭날 것‘이라고 스스로 그 의의를 부여하였다.  

1. 서론

이 글에서는 여성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중요한 논쟁이 되

고 있는 유연근무법제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지

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0%미만에 머물고 있어 관련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70%내외의 높은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

는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은 물론 OECD국가 여성고용률 평균치에 비하여 크게 대

비되는 것이다. 

〈표 1〉여성고용률 비교 추이

구분

남자 여자

15세이상인

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이상인

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06 18,863 74.1 71.3 3.8 19,899 50.3 48.8 2.9
2007 19,084 74.0 71.3 3.7 20,086 50.2 48.9 2.6
2008 19,324 73.3 70.9 3.6 20,273 50.0 48.7 2.6
2009 19,596 73.1 70.1 4.1 20,496 49.2 47.7 3.0
2010 19,849 73.0 70.1 4.0 20,741 49.4 47.8 3.3

자료: 통계청 2011년 2월 고용동향, 2011.3.16 자료(필자 재구성)(http://kostat.go.kr/portal/korea)

저출산 고령화시대 먼저 이와 같이 낮은 여성고용률의 제고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11년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즉, 여성고용이 많이 분포한 유연근무제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시간제 근로는 9.3%(여성의 13.2%)인데 비하여 OECD 회원

국 평균은 15.5%(여성 25.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

리나라의 낮은 여성고용률,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활용에 대하여 ‘고용불안도 없고’ 

‘근로조건도 차별받지 않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 등을 통해 ‘고용률 제고’

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고

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10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여성 일자리 창

출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2) 양 부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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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과 주요 관련 법제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여

성고용 의 변화와 관련 법제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유연근무제8)와 그 활성화의 전제조건 등 ‘적정한’ 여성고용률 제고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별없는’ 유연근무제와 주요 관련법제 현황

2. 유연근무제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 현황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률은 49.4%(남:73.0%)이며 여성고

용률은 47.1%(남:70.1%)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먼저, 2007년에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배

우자 출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분할사용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9) 2009년 이후에 정부는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

에 추진되어 온 것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유연근무

제’의 확장을 추진하여 왔다.10)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그 의미에서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완화를 통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라 정의된다.’11) 즉, 이것은 노

동시간의 ‘양’, 노동‘방식’ 그리고 노동‘장소’ 등의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8)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 선택 이유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일하고 싶어서’, ‘시
간제로 충분히 벌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해서’, ‘집안일 때문에 전일제 선택이 어려워서’ 등이 주요 이유로 답하고 있으며 기타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타, ‘다른 이유’로 답하고 있다. 전게서 이주희외 보고서, p. 
112(Labour Force Survey) 참조

9) 이주희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12, p. 16참

조

10)「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여성부, 2009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

무제 확산 방안 토론회」,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4.22 등 참조

11) 양건모, 유연근무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 p. 167참조

즉, 정책과 관련 법제의 실질 수요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층에서 각기 상반된 반

응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계는 정책과 법제가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에 앞

서 유연근무제가 또 다른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

연근무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 전문가 층에서도 

2010년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의 실태조사’5)를 주도한 이주

희교수는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단시간 근로

자의 현황을 비교 연구하고 각국에서 시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온 다양한 배경과, 이

러한 유연근무제 일자리의 현황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즉, 시간제 근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들 대표적인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모두 여성 비율이 60~7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실정이었으며 

자발적인 선택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한 고용의 변화를 겪는데도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일제 임시 계약직 때문”6)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 전일제 비정규직 대신 시간제 정규직을 고용할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만큼, 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확산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유연화된 노

동력의 확산을 막고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선행돼야 한

다고 강조“7)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4) 2011.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계 성명 참조. 여성․노동계 201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102
주년 기념사업 공동기획단(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등)은 “정부가 여성

의 일자리와 육아 문제가 걱정 됐다면 △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정책 제공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

화 정책 △단시간 근로가 진정 요구 될 때 정규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상 차별금지 정책 등의 조건을 먼

저 충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성명서는 정부는 “저임금·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국가고용전

략2020’을 내놓고,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단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시
행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며, 간병, 보육, 
청소노동 등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5) 이주희외,「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12 
6)「선진국에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없었다 - 노사발전재단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

자 실태 연구 보고서」,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2011.3.17, pp. 8~9 참조

7)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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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과 주요 관련 법제의 개정 현황을 살펴보고, 여

성고용 의 변화와 관련 법제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유연근무제8)와 그 활성화의 전제조건 등 ‘적정한’ 여성고용률 제고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별없는’ 유연근무제와 주요 관련법제 현황

2. 유연근무제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 현황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률은 49.4%(남:73.0%)이며 여성고

용률은 47.1%(남:70.1%)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먼저, 2007년에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배

우자 출산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분할사용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9) 2009년 이후에 정부는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

에 추진되어 온 것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유연근무

제’의 확장을 추진하여 왔다.10)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그 의미에서 ‘시간적 정형성과 

공간적 완화를 통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라 정의된다.’11) 즉, 이것은 노

동시간의 ‘양’, 노동‘방식’ 그리고 노동‘장소’ 등의 3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8)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 선택 이유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일하고 싶어서’, ‘시
간제로 충분히 벌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해서’, ‘집안일 때문에 전일제 선택이 어려워서’ 등이 주요 이유로 답하고 있으며 기타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타, ‘다른 이유’로 답하고 있다. 전게서 이주희외 보고서, p. 
112(Labour Force Survey) 참조

9) 이주희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12, p. 16참

조

10)「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여성부, 2009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

무제 확산 방안 토론회」,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4.22 등 참조

11) 양건모, 유연근무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10, p. 167참조

즉, 정책과 관련 법제의 실질 수요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층에서 각기 상반된 반

응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계는 정책과 법제가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에 앞

서 유연근무제가 또 다른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

연근무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4) 전문가 층에서도 

2010년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의 실태조사’5)를 주도한 이주

희교수는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스웨덴 등 주요 국가의 단시간 근로

자의 현황을 비교 연구하고 각국에서 시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온 다양한 배경과, 이

러한 유연근무제 일자리의 현황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즉, 시간제 근로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들 대표적인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모두 여성 비율이 60~7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실정이었으며 

자발적인 선택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급격한 고용의 변화를 겪는데도 시간제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일제 임시 계약직 때문”6)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 전일제 비정규직 대신 시간제 정규직을 고용할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만큼, 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확산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유연화된 노

동력의 확산을 막고 이에 대한 차별시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선행돼야 한

다고 강조“7)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4) 2011.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노동계 성명 참조. 여성․노동계 2011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102
주년 기념사업 공동기획단(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등)은 “정부가 여성

의 일자리와 육아 문제가 걱정 됐다면 △여성의 일터 복귀 지원정책 제공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

화 정책 △단시간 근로가 진정 요구 될 때 정규직과 임금 및 노동조건상 차별금지 정책 등의 조건을 먼

저 충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성명서는 정부는 “저임금·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국가고용전

략2020’을 내놓고,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름으로 단시간노동을 강요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시
행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며, 간병, 보육, 
청소노동 등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5) 이주희외,「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12 
6)「선진국에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없었다 - 노사발전재단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

자 실태 연구 보고서」,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2011.3.17, pp. 8~9 참조

7) 같은 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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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및 정규직근

로자 전환제도, 재택근로 및 원격근무제도, 고용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제도 등이 있다. 또,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관련 제도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

직, 배우자출산휴가, 양육수당, 고용친화적 보육 및 보육서비스지원(영유아보육법 등) 

및 탁노지원 등이 있으며, 조세 혹은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제도로는 개별과세 및 

종합과세제도, 유연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혜택 등이 있다.14) 

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고려할 때, 관련 

법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법률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다양한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담긴「근로기준법」 및 유연근무제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 최근 2010년 이후 

제18대 국회 말과 2012년 제19대 국회 들어 제시되고 있는 상기 세 개의 법률영역

을 중심으로 한 주요 법률개정안 논의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근기법」규

정이 유연근무제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12월 21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동 법 제3장「모성보호」규정 아래의 규정(제18조: 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어 제3장의 2「일․가정지원」(제19조: 육아휴직; 19

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 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 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 일·가정

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 그 밖의 

14) 김태홍외,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10, p. 25참조

노동형태를 일컫는 개념이다.12) 

〈표 2〉유연근무제의 정의와 범주

노동시간

(Flexibility in the 

amount of hours)

노동방식

(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of 

hours)

노동장소

(Flexibility in the Place)

파트타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단축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직무공유 압축근무제

홍승아: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p. 31 참조

특히,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고융률 제고

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그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13) 즉, 여성

부와 행안부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으로 확산을 추진 후 민간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유연근무법제로는 다양한 관련 ‘법률’ 등이 산재해 있다. 즉, 노동관

계법으로는「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직업안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등이 있다. 또 사회보험법으로는「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등

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젠더관련 법으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영유아보육법」등이 있다. 

또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주요 ‘제도’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제의 다변화

12) 유연근무제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 집단은 자녀양육기의 일하는 부모들, 노인돌봄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 
혹은 개인의 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 점진적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근로자 등 다양하

다. 실제 소득 상위 20개국에서 제도 현황을 실태조사 한 결과 이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상 층은 

일하는 부모, 개인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지원, 점진적 은퇴지원, 가족 돌봄 등으로 나타난다. 홍승아, 유
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2010 여름호 p. 32 참조

13)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관련 법령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제근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근무시간의 단축임용;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3: 시간제근무), 재택․원격근무(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
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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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및 정규직근

로자 전환제도, 재택근로 및 원격근무제도, 고용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제도 등이 있다. 또,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관련 제도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

직, 배우자출산휴가, 양육수당, 고용친화적 보육 및 보육서비스지원(영유아보육법 등) 

및 탁노지원 등이 있으며, 조세 혹은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제도로는 개별과세 및 

종합과세제도, 유연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혜택 등이 있다.14) 

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고려할 때, 관련 

법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법률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인「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다양한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담긴「근로기준법」 및 유연근무제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 최근 2010년 이후 

제18대 국회 말과 2012년 제19대 국회 들어 제시되고 있는 상기 세 개의 법률영역

을 중심으로 한 주요 법률개정안 논의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근기법」규

정이 유연근무제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은 2007년 12월 21일「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동 법 제3장「모성보호」규정 아래의 규정(제18조: 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어 제3장의 2「일․가정지원」(제19조: 육아휴직; 19

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 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 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 일·가정

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 그 밖의 

14) 김태홍외,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10, p. 25참조

노동형태를 일컫는 개념이다.12) 

〈표 2〉유연근무제의 정의와 범주

노동시간

(Flexibility in the 

amount of hours)

노동방식

(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of 

hours)

노동장소

(Flexibility in the Place)

파트타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단축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직무공유 압축근무제

홍승아: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p. 31 참조

특히,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유연근무제’가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고융률 제고

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그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13) 즉, 여성

부와 행안부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으로 확산을 추진 후 민간 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유연근무법제로는 다양한 관련 ‘법률’ 등이 산재해 있다. 즉, 노동관

계법으로는「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직업안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등이 있다. 또 사회보험법으로는「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등

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젠더관련 법으로는「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영유아보육법」등이 있다. 

또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주요 ‘제도’로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제의 다변화

12) 유연근무제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 집단은 자녀양육기의 일하는 부모들, 노인돌봄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 
혹은 개인의 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 점진적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근로자 등 다양하

다. 실제 소득 상위 20개국에서 제도 현황을 실태조사 한 결과 이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상 층은 

일하는 부모, 개인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지원, 점진적 은퇴지원, 가족 돌봄 등으로 나타난다. 홍승아, 유
연근무제의 도입과 발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이슈브리프, 2010 여름호 p. 32 참조

13)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관련 법령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의 변경(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제근무(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 근무시간의 단축임용;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3: 시간제근무), 재택․원격근무(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
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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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자 하며 연차휴가 관련 근기법조항(제60조)을 개정하여 익년도 연차휴가에 대

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안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연령’ 상향조정안18)도 중요한「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상정되었다. 즉, 관련 여야 의원 

모두가 각기 발의 18대 국회에서 두 개(박주선의원외 26인, 2011.1.26, 의안번호 

10677 및 정의화의원외 10인, 2010.11.12), 19대 국회에서 다시 두 기존 안이 재

상정(박주선의원, 2012.10.26, 의안번호, 2306 및 정의화의원, 2012. 6.20, 의안번

호 223)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육아휴직 기간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9) 두 법안

의 차이점으로 박주선의원안은 여기에 덧붙여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안하고 있다. 박주선의원은 재상정20)안에서특

히, 관련 법률의 해당부칙을 삭제21)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

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

정 양립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김희정의원

안22)은 육아휴직 사용강제방안으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외 26인, 2011.1.26, 의안번

호 10677 및 정의화의원외 10인, 2010.11.12) 참조

19) 이와 관련 2010년 이미 당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 제19조제1항의 규

정이 애초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를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한다고 개정되어 현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이것을 다시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외, 2012. 10. 26, 의안

번호 2306) 참조

21) 제19대에 들어 박영선의원역시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3조 및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외, 2012. 7. 18, 의안번호 746) 참조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외, 2012. 8. 27, 의안번

호 1350) 안 제19조제2항, 제39조제2항 참조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등)에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

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는 201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유연근무제와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과「근기법」등 다수의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주

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먼저 18대 국회 말에는 출산률을 제고하고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해나가고자 하는 ‘부성휴가’연장 개정안15)이 상정되었다.「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일로 늘리되 남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과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2주 중에서 1주일은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기간

으로 하고 1주일은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유급으로 제고되는 7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안 제18조 및 제18조의2)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근기법」일부개정법

률안16)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후 90일 휴가 규정이 사실상의 휴일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 실제 휴가일수가 90일이 안되어 충분한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고 보고,「근기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관련 규정 중 산전 후 출산휴가 보장 

‘90일’을 ‘90일(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규정’에 대한 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17)도 두 법

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들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출산률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현재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출산장

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우리나

라의 낮은 육아휴직 활용률(41.1%)을 일본(89.7%)이나, 독일(85%)의 수준으로 개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011.2.16, 의안

번호 10829) 참조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외 10인, 2011.2.8, 의안번호 10754) 참조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외 10인, 2011.2.15, 의안번호 10819, 최영희의원외 16인, 
2011.1.26, 의안번호 106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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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자 하며 연차휴가 관련 근기법조항(제60조)을 개정하여 익년도 연차휴가에 대

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안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연령’ 상향조정안18)도 중요한「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 상정되었다. 즉, 관련 여야 의원 

모두가 각기 발의 18대 국회에서 두 개(박주선의원외 26인, 2011.1.26, 의안번호 

10677 및 정의화의원외 10인, 2010.11.12), 19대 국회에서 다시 두 기존 안이 재

상정(박주선의원, 2012.10.26, 의안번호, 2306 및 정의화의원, 2012. 6.20, 의안번

호 223)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육아휴직 기간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9) 두 법안

의 차이점으로 박주선의원안은 여기에 덧붙여 ‘육아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안하고 있다. 박주선의원은 재상정20)안에서특

히, 관련 법률의 해당부칙을 삭제21)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

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

정 양립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한편,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김희정의원

안22)은 육아휴직 사용강제방안으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외 26인, 2011.1.26, 의안번

호 10677 및 정의화의원외 10인, 2010.11.12) 참조

19) 이와 관련 2010년 이미 당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 제19조제1항의 규

정이 애초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를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한다고 개정되어 현재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이것을 다시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외, 2012. 10. 26, 의안

번호 2306) 참조

21) 제19대에 들어 박영선의원역시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3조 및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외, 2012. 7. 18, 의안번호 746) 참조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외, 2012. 8. 27, 의안번

호 1350) 안 제19조제2항, 제39조제2항 참조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등)에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

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는 201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유연근무제와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과「근기법」등 다수의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주

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먼저 18대 국회 말에는 출산률을 제고하고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해나가고자 하는 ‘부성휴가’연장 개정안15)이 상정되었다.「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일로 늘리되 남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

과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2주 중에서 1주일은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기간

으로 하고 1주일은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유급으로 제고되는 7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안 제18조 및 제18조의2)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근기법」일부개정법

률안16)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후 90일 휴가 규정이 사실상의 휴일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 실제 휴가일수가 90일이 안되어 충분한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고 보고,「근기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관련 규정 중 산전 후 출산휴가 보장 

‘90일’을 ‘90일(공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규정’에 대한 관련「근로기준법」개정안17)도 두 법

안이 상정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들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출산률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현재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출산장

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우리나

라의 낮은 육아휴직 활용률(41.1%)을 일본(89.7%)이나, 독일(85%)의 수준으로 개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011.2.16, 의안

번호 10829) 참조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강창일외 10인, 2011.2.8, 의안번호 10754) 참조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의원외 10인, 2011.2.15, 의안번호 10819, 최영희의원외 16인, 
2011.1.26, 의안번호 106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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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현행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임산부․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되었다.27) 한편, 제19대에서는 김한표의원이 ‘근로자가 난임

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2

년이내의 범위내애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안 제21조의

3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8) 아울러, 오제세의원은 ‘다태아는 조기에 출산할 확률이 

높고, 절반 이상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률적으로 5일의 범위에서 3

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서는 5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변경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고 자

녀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안 제18조의2제1항)’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29)

이외에도 제19대에서는 신의진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조처로 ‘임신ㆍ출산ㆍ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이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 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

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으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하는 안(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을 

제안30)하고 있으며, 김춘진의원이 ’여성 임원의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

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이 기

업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

는 방안(안 제17조의3)을 제안‘31)하고 있으며, 김현숙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7) 18대 국회에서 최영희의원이 발의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최영희외 19인, 
2010.11.2, 의안번호 9757)은 근기법 제74조의2와 관련 현행,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태아검진 

휴가의 허용 등’으로 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외, 2012. 12. 3 의안번

호 2902) 참조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외, 2012. 6. 21 의안번

호 251) 참조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외, 2012. 12. 11 의안번

호 3074) 참조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외, 2012. 11. 30 의안번

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제19대 국회 민현주의원은 ‘남성 근로

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

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안 제19조의7 신설)안23)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먼저, 제18대말 국회에서는 영아․육아를 위한 ‘부성휴가’ 도입안24) 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중요한 개정법률안으로 분

류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은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

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

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안 

제18조의3 신설)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제19대 국회들어 박남춘의원안은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용노

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

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홍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5) 

제18대 말에 제안된 또 다른「근기법」일부개정법률안26)은「모자보건법」상 국가

가 임산부․영유아 등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는 것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제74조의2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외, 2012. 8. 27, 의안번

호 1324) 안 제19조의7 신설 제안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외 17인, 2011.1.3, 의안

번호 10550) 참조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외, 2012. 8. 16 의안번

호 1186) 참조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대표발의 김소남외 10인, 2010.12.8, 의안번호 10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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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현행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임산부․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되었다.27) 한편, 제19대에서는 김한표의원이 ‘근로자가 난임

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2

년이내의 범위내애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안 제21조의

3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8) 아울러, 오제세의원은 ‘다태아는 조기에 출산할 확률이 

높고, 절반 이상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다태아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률적으로 5일의 범위에서 3

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서는 5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변경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고 자

녀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안 제18조의2제1항)’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29)

이외에도 제19대에서는 신의진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조처로 ‘임신ㆍ출산ㆍ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이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 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

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으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상한을 정하는 안(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을 

제안30)하고 있으며, 김춘진의원이 ’여성 임원의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

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이 기

업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

는 방안(안 제17조의3)을 제안‘31)하고 있으며, 김현숙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7) 18대 국회에서 최영희의원이 발의한「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최영희외 19인, 
2010.11.2, 의안번호 9757)은 근기법 제74조의2와 관련 현행,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태아검진 

휴가의 허용 등’으로 개정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외, 2012. 12. 3 의안번

호 2902) 참조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외, 2012. 6. 21 의안번

호 251) 참조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외, 2012. 12. 11 의안번

호 3074) 참조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외, 2012. 11. 30 의안번

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제19대 국회 민현주의원은 ‘남성 근로

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

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안 제19조의7 신설)안23)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먼저, 제18대말 국회에서는 영아․육아를 위한 ‘부성휴가’ 도입안24) 등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중요한 개정법률안으로 분

류되었다. 동 개정 법률안은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

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산전후휴가

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안 

제18조의3 신설)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제19대 국회들어 박남춘의원안은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고용노

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

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홍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5) 

제18대 말에 제안된 또 다른「근기법」일부개정법률안26)은「모자보건법」상 국가

가 임산부․영유아 등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는 것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제74조의2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외, 2012. 8. 27, 의안번

호 1324) 안 제19조의7 신설 제안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외 17인, 2011.1.3, 의안

번호 10550) 참조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외, 2012. 8. 16 의안번

호 1186) 참조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대표발의 김소남외 10인, 2010.12.8, 의안번호 10208) 참조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462

안’34)함으로써「근기법」과 더불어「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법」적용

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기타, 돌봄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근기법」상 ‘가사사용인관련 법적지위부여

안’35) 등도 직간접적인 관련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다, 즉, 동 개정 법률안은 현행「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관련 ‘법의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하고 가사사용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정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의 기본적 실태를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동 근

기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그 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작년 

99차 총회에서 협약의 초안을 선보인데 이어 금년 5월 제100차 총회에서는 관련 

협약체결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중 특히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① ‘여성인력활용’차원과 ② ‘유연근무제의 도입’여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77%가 주 

40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근로관행36)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체제라 하겠다.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외, 2012. 11. 22 의안번

호 2746) 참조

35) 제18대 국회에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외 13인, 2010.9.1, 의안번호 9237) 참조. 통

계청의 분류로는 이러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여성․노동계는 비공식 부문을 포함하여 현재 약 30만명의 가

사사용인이 근기법의 적용제외대상자로 추산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사용자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사회보험료 등 부담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 불법 이주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협약체

결에 적극적인데다 중국, 인도 등도 적극적인 편이어서 현재 협약체결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6) 김태홍,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현황과 과제,「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토론

회」,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4.22 발제문 pp. 3~32 참조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안 제17조의4제6항 신설)으로 법 제⑥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제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32)하

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가 2010년 9월 15일 입법예고한「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33)역시 

‘간접적으로’ 유연근무제와 관련성이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원활한 수

급을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

비스 활성화를 법률개정의 중요 이유로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

스 제공의 원칙 명시(안 제2조),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근거보완(안 제8조), 파

출․간병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 소개에 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회원관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안 제27조)에 이어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안 제4

조, 제8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등) 마련 등 개정안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

공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영역의 양적, 질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등 고용서비스망 구축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 쟁점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개정 법률안중 한정애의원안은 ‘5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교육․배치․승

진․정년․해고 등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가사사용인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안 제3조제1항 단서)을 제

호 2874) 참조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외, 2012. 8. 22 의안번

호 1254) 참조

3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66호「직업안정법」전부개정법률안, 2010. 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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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34)함으로써「근기법」과 더불어「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법」적용

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기타, 돌봄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근기법」상 ‘가사사용인관련 법적지위부여

안’35) 등도 직간접적인 관련 법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중이다, 즉, 동 개정 법률안은 현행「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가사사용인’관련 ‘법의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하고 가사사용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정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의 기본적 실태를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동 근

기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시대 그 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사용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작년 

99차 총회에서 협약의 초안을 선보인데 이어 금년 5월 제100차 총회에서는 관련 

협약체결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중 특히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① ‘여성인력활용’차원과 ② ‘유연근무제의 도입’여부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77%가 주 

40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근로관행36)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체제라 하겠다.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외, 2012. 11. 22 의안번

호 2746) 참조

35) 제18대 국회에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외 13인, 2010.9.1, 의안번호 9237) 참조. 통

계청의 분류로는 이러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약 15만명으로 추산되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여성․노동계는 비공식 부문을 포함하여 현재 약 30만명의 가

사사용인이 근기법의 적용제외대상자로 추산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사용자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사회보험료 등 부담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 불법 이주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협약체

결에 적극적인데다 중국, 인도 등도 적극적인 편이어서 현재 협약체결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36) 김태홍,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현황과 과제,「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토론

회」,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0.4.22 발제문 pp. 3~32 참조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안 제17조의4제6항 신설)으로 법 제⑥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제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32)하

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가 2010년 9월 15일 입법예고한「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33)역시 

‘간접적으로’ 유연근무제와 관련성이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원활한 수

급을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

비스 활성화를 법률개정의 중요 이유로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

스 제공의 원칙 명시(안 제2조),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근거보완(안 제8조), 파

출․간병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 소개에 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회원관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안 제27조)에 이어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안 제4

조, 제8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등) 마련 등 개정안은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

공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영역의 양적, 질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등 고용서비스망 구축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 쟁점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개정 법률안중 한정애의원안은 ‘5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교육․배치․승

진․정년․해고 등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가사사용인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안 제3조제1항 단서)을 제

호 2874) 참조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외, 2012. 8. 22 의안번

호 1254) 참조

3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66호「직업안정법」전부개정법률안, 2010. 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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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근로기준법」개정 현황39)

유연근무제와 관련 두 번째 중요한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근

로기준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이러한 근로시간 탄력화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40)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탄력근무제(2주 단위와 3개월 단위 두 종류가 있음: 근기

법 제51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19.1%)을 분석하고 ‘탄력근무제’의 비율

이 낮은 이유를 역시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활용 및 그 비활성화와 연계하여 접근하

고 있다. 동시에, ‘원격 및 재택근무’의 경우 활용기업의 비중(3.4%)과 그 낮은 실

질 활용률(31.9%)의 원인을 분석하고, ‘선택근로시간제’(근기법 제52조)의 활용기업

(12.5%) 역시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원인을 ‘가족 책임’(p. 12) 등 일․가

정 양립지원 체제의 미비에서 찾고 있다. 

〈표 4〉유연근무제의 정의 및 범주

구분 내용

시간제 근무(part-time) 전일제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

시차출퇴근제(flex-time)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보다 짧은 

기간동안 근무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

집중근무제(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예: 10-12시)

재택근무제(at home work)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원격근무(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자료: 행정안전부

39) ‘탄력적 근로시간과 개정법제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DB’(2010.12.25)에 근거한 

것임

4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참조

낮은 여성고용률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라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활용비율(여성취업자 중 13.2%가 시간제 근로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 중 62%가 ‘풀타임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로 분석37)되고 

있는 현실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논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3〉우리나라 기업의 일가족 양립제도 운영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잘 시행됨 시행저조 제도 없음

휴가･

휴직제도

산전후휴가

아버지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

72(78.2)
25(30.1)
58(52.8)
18(21.7)
46(52.3)
21(25.0)

15(16.3)
23(27.7)
27(29.7)
5(6.0)

16(18.2)
6(7.1)

5(5.4)
35(42.2)
16(17.6)
60(72.3)
26(29.5)
57(67.9)

유연근로

근무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

V(voluntary reduced work)-시간

자율근무

11(12.8)
14(16.5)
1(2.4)
3(8.1)
2(5.0)

10(11.6)
3(3.5)
1(2.4)
0(0.0)
1(2.5)

65(75.6)
68(80.0)
39(95.2)
34(91.9)
37(92.5)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

보육･육아정보안내 및 상담

질병･야근･출장시 특별보육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 및 지원

탁노 서비스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설치

수유시간 부여

20(23.3)
11(27.5)
4(10.3)
0(0.0)
1(2.6)

25(28.1)
19(22.3)

5(5.8)
4(10.0)
3(7.7)
2(4.8)
1(2.6)

17(19.1)
15(17.6)

61(70.9)
25(62.5)
32(82.1)
40(95.2)
37(94.9)
47(52.8)
51(60.0)

주: 표본설계상 대표성이 있는 통계치가 아님.
자료: 유계숙 외(2006)(김태홍,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현황과 과제, 2010년, p. 7에서 재인용)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그간 검토되어 온 다양한 정책유형(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제도 

등)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운영현황(휴가․휴직제도,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등)도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어 왔다.38) 

37) 같은 곳 참조.
38) 김태홍외,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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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근로기준법」개정 현황39)

유연근무제와 관련 두 번째 중요한 관련 법령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근

로기준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이러한 근로시간 탄력화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40)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탄력근무제(2주 단위와 3개월 단위 두 종류가 있음: 근기

법 제51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19.1%)을 분석하고 ‘탄력근무제’의 비율

이 낮은 이유를 역시 낮은 시간제 근로의 활용 및 그 비활성화와 연계하여 접근하

고 있다. 동시에, ‘원격 및 재택근무’의 경우 활용기업의 비중(3.4%)과 그 낮은 실

질 활용률(31.9%)의 원인을 분석하고, ‘선택근로시간제’(근기법 제52조)의 활용기업

(12.5%) 역시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원인을 ‘가족 책임’(p. 12) 등 일․가

정 양립지원 체제의 미비에서 찾고 있다. 

〈표 4〉유연근무제의 정의 및 범주

구분 내용

시간제 근무(part-time) 전일제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

시차출퇴근제(flex-time)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주 5일보다 짧은 

기간동안 근무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시간에 재량을 

부여

집중근무제(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만 

집중(예: 10-12시)

재택근무제(at home work)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원격근무(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자료: 행정안전부

39) ‘탄력적 근로시간과 개정법제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국회도서관 입법지식 DB’(2010.12.25)에 근거한 

것임

4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참조

낮은 여성고용률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라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활용비율(여성취업자 중 13.2%가 시간제 근로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 중 62%가 ‘풀타임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로 분석37)되고 

있는 현실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논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3〉우리나라 기업의 일가족 양립제도 운영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잘 시행됨 시행저조 제도 없음

휴가･

휴직제도

산전후휴가

아버지출산휴가

육아휴직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가

72(78.2)
25(30.1)
58(52.8)
18(21.7)
46(52.3)
21(25.0)

15(16.3)
23(27.7)
27(29.7)
5(6.0)

16(18.2)
6(7.1)

5(5.4)
35(42.2)
16(17.6)
60(72.3)
26(29.5)
57(67.9)

유연근로

근무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

V(voluntary reduced work)-시간

자율근무

11(12.8)
14(16.5)
1(2.4)
3(8.1)
2(5.0)

10(11.6)
3(3.5)
1(2.4)
0(0.0)
1(2.5)

65(75.6)
68(80.0)
39(95.2)
34(91.9)
37(92.5)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

보육･육아정보안내 및 상담

질병･야근･출장시 특별보육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 및 지원

탁노 서비스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설치

수유시간 부여

20(23.3)
11(27.5)
4(10.3)
0(0.0)
1(2.6)

25(28.1)
19(22.3)

5(5.8)
4(10.0)
3(7.7)
2(4.8)
1(2.6)

17(19.1)
15(17.6)

61(70.9)
25(62.5)
32(82.1)
40(95.2)
37(94.9)
47(52.8)
51(60.0)

주: 표본설계상 대표성이 있는 통계치가 아님.
자료: 유계숙 외(2006)(김태홍,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현황과 과제, 2010년, p. 7에서 재인용)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그간 검토되어 온 다양한 정책유형(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제도 

등)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운영현황(휴가․휴직제도,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 등)도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어 왔다.38) 

37) 같은 곳 참조.
38) 김태홍외,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연구,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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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고 15~64세의 고용률을 2010년 현재로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42)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

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국가고

용전략의 구체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1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

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43)한 후 법개정이 추진되었다. 동 법안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관련 법률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스스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동 개정안은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 연차휴가사

용촉진조치 시점의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 다양

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특

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동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

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아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1개

월과 1년으로 대폭 확대(근기법 제51조)하는 한편,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

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

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

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근거(안 57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개정안

은 그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에서 배제된 1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

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

조) 등도 담고 있다.

42) 관계부처합동,「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요약), 2010.10.12, p. 10 참조

4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즉, 위에서 살펴보듯이 유연근무제의 3가지 요소(노동의 양, 시간, 장소 등)를 고

려해볼 때 해당 법제와 그 핵심적인 사안은 결국 ‘노동시간’과 그 유연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는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유연화 전략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의 배경

세계화 등 생산 활동의 국제화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

한 경제․ 사회적 도전과 함께, 오늘날, 근로시간 및 그 다양한 활용방안이 주요 사

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 각국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인구의 확대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의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지 하는 중

요한 요소로 보고 노동시장 참여 증대의 수단으로서 근로시간 탄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및 실 근로시

간을 단축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입법 추세를 보이고 있다.41)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12일 발표된「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근로시

간 유연화와 국가의 고용전략을 연계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까지 ‘법정’ 근

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전 사업장에서 주 40

시간제가 실시될 전망 하에 정부는 계절적 특성이 강한 관광업 등의 업종에서 ‘탄력

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 되도록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

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선 적립․후 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

장․휴일․야간연장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선 사용․후 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4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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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고 15~64세의 고용률을 2010년 현재로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42)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

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국가고

용전략의 구체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1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

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43)한 후 법개정이 추진되었다. 동 법안은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관련 법률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스스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동 개정안은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 연차휴가사

용촉진조치 시점의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 다양

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특

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동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

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아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1개

월과 1년으로 대폭 확대(근기법 제51조)하는 한편,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

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

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

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근거(안 57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개정안

은 그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에서 배제된 1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

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하며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

조) 등도 담고 있다.

42) 관계부처합동,「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요약), 2010.10.12, p. 10 참조

4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즉, 위에서 살펴보듯이 유연근무제의 3가지 요소(노동의 양, 시간, 장소 등)를 고

려해볼 때 해당 법제와 그 핵심적인 사안은 결국 ‘노동시간’과 그 유연화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는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유연화 전략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그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논의의 배경

세계화 등 생산 활동의 국제화로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

한 경제․ 사회적 도전과 함께, 오늘날, 근로시간 및 그 다양한 활용방안이 주요 사

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 각국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인구의 확대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의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지 하는 중

요한 요소로 보고 노동시장 참여 증대의 수단으로서 근로시간 탄력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및 실 근로시

간을 단축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입법 추세를 보이고 있다.41)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12일 발표된「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근로시

간 유연화와 국가의 고용전략을 연계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까지 ‘법정’ 근

로시간 단축을 마무리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전 사업장에서 주 40

시간제가 실시될 전망 하에 정부는 계절적 특성이 강한 관광업 등의 업종에서 ‘탄력

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 되도록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연

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선 적립․후 사용), 사용한 휴가를 연

장․휴일․야간연장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선 사용․후 적립)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41)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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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한 1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토록 되었다. 

또한, 1997년 개정 시에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근기법상의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는 

제도로 변환되었다. 이후, 2003년 9월 15일 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주 40시간

제 시행에 따른 근기법 개정시 현재의 3월 이내 단위가 도입되어 단계적인 주 40시

간제 시행시기에 맞추어 3월 이내로의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현황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탄력

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 내에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연장근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근기법 제51조) 이 제

도는 일부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제근무

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배

분할 경우 연간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이려는 경우 등에 유용하다46). 구

체적으로 그 내용은「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 8시간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3개월 이내라 함은 2주를 초과하면서 3개

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별한 요건

을 필요로 하고 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대상기간이 길다는 점

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노사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

4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p. 404~5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제연원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발전을 같이하였다. 우리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와 의무)와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규정한 제33조에 근

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임금 등과 더불어 근

로자의 노무제공 규율의 가장 핵심적 사항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정근로시간은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현재 

20인 이상 기업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인 미만 기업44)에는 

2011년까지 그 도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우리 노동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61년 근기법 개정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1주 법

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시행 시 노동관

할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일

종의 1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할 수 있다.45) 이후 1980년 12월 당시 

국보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도입 명문화되었는데, 동 근로기준

법 제42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

간, 특정 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

나, 동 규정은 노사양측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였다. 먼저, 근로자 측에서는 

이 규정이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어 동 제도가 크게 남용될 소지가 있

어 반대한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결국 1987년 

11월 28일 근기법 개정 시 동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97년 3월 13일 근로기준법 대개정시 다시 도입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44) 2010.11. 현재 5~20인 사업장 302천개소, 근로자 2,121천명. 이들에 주40시간제가 추가 적용될 전망이

다 

45) 김재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2007, pp. 138~9참

조



저
출

산
 대

응
 법

제
적

 접
근

469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한 1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토록 되었다. 

또한, 1997년 개정 시에는「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근기법상의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는 

제도로 변환되었다. 이후, 2003년 9월 15일 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주 40시간

제 시행에 따른 근기법 개정시 현재의 3월 이내 단위가 도입되어 단계적인 주 40시

간제 시행시기에 맞추어 3월 이내로의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현황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즉, 「탄력

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 내에 소정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연장근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근기법 제51조) 이 제

도는 일부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연속조업이나 장시간 조업을 위한 교대제근무

를 할 경우, 시기적으로 업무량의 차이가 심하여 업무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배

분할 경우 연간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이려는 경우 등에 유용하다46). 구

체적으로 그 내용은「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 8시간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3개월 이내라 함은 2주를 초과하면서 3개

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별한 요건

을 필요로 하고 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대상기간이 길다는 점

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노사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

4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p. 404~5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제연원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발전을 같이하였다. 우리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와 의무)와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규정한 제33조에 근

거하여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임금 등과 더불어 근

로자의 노무제공 규율의 가장 핵심적 사항에 속한다. 주지하다시피, 법정근로시간은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현재 

20인 이상 기업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20인 미만 기업44)에는 

2011년까지 그 도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우리 노동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61년 근기법 개정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1주 법

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시행 시 노동관

할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일

종의 1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할 수 있다.45) 이후 1980년 12월 당시 

국보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도입 명문화되었는데, 동 근로기준

법 제42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

간, 특정 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

나, 동 규정은 노사양측에 의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였다. 먼저, 근로자 측에서는 

이 규정이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상한선이 없어 동 제도가 크게 남용될 소지가 있

어 반대한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결국 1987년 

11월 28일 근기법 개정 시 동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97년 3월 13일 근로기준법 대개정시 다시 도입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44) 2010.11. 현재 5~20인 사업장 302천개소, 근로자 2,121천명. 이들에 주40시간제가 추가 적용될 전망이

다 

45) 김재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2007, pp. 138~9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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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타, 관련 규정인 근로시간(제5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의 제

한(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정(제56조), 보상휴가제(제57조), 근로시간계산

의 특례(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5〉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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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현황을 

보면 여전히 이 제도 입법취지와 달리 실질활용에 있어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그간 동 제도는 10%내외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근로자 

측에서 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한 노동생활의 불안정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

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2주 단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규칙을 불안하게 만드

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출퇴근 및 근로의 구속에서 해

방되는 이익도 수반되며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2주 단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었던 반면47), 3개월이나 입법예고안에서 예정한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무제공의 불규칙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생활규칙을 위협하는 정도가 

4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7

다. 그 합의의 내용은『3개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이 된다. 한편, 서면합

의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는 세부적으로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대상 업무, 대상 직종 등), ② 단위기

간(1개월 이내로 정하여 명시), ③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근무표 공표·게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합의의 유효기

간(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정하고,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다시 노

사간의 서면합의와 노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등이 규정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에게는 유연한 근로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생산 활동의 

차질 없이 인력활용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경기변동 등 환경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근로 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하며, 휴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상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능동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남용을 

제한하고 긍정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다. 첫째,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남용을 제한하

고 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이 단위기간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소정근로시간

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보다 적은 부분은 법내 초과근로로서 연장근로시간이 되지 않

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즉, 1주 48시간(2주단위), 1주 52시간(3월 단

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생활규칙의 불안으로부터 연소자의 건강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근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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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현황을 

보면 여전히 이 제도 입법취지와 달리 실질활용에 있어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그간 동 제도는 10%내외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근로자 

측에서 근로시간의 변화로 인한 노동생활의 불안정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

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2주 단위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규칙을 불안하게 만드

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에 출퇴근 및 근로의 구속에서 해

방되는 이익도 수반되며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2주 단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었던 반면47), 3개월이나 입법예고안에서 예정한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노무제공의 불규칙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생활규칙을 위협하는 정도가 

4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7

다. 그 합의의 내용은『3개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이 된다. 한편, 서면합

의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사합의는 세부적으로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대상 업무, 대상 직종 등), ② 단위기

간(1개월 이내로 정하여 명시), ③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근무표 공표·게시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합의의 유효기

간(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정하고,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다시 노

사간의 서면합의와 노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등이 규정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에게는 유연한 근로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생산 활동의 

차질 없이 인력활용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경기변동 등 환경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근로 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하며, 휴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상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능동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남용을 

제한하고 긍정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다. 첫째,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남용을 제한하

고 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이 단위기간내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다만, 이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소정근로시간

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보다 적은 부분은 법내 초과근로로서 연장근로시간이 되지 않

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즉, 1주 48시간(2주단위), 1주 52시간(3월 단

위)을 초과하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생활규칙의 불안으로부터 연소자의 건강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다,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근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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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타인에 의해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다.51) 한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로 될 수 있으

나,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이 호선

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볼 수 없다”52)는 설이 유력하다.53)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과

반수대표와 관련된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며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실태조사54)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11.62%의 기업 중 63%가 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

행 노사합의에 의한 시행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변형근

로제 도입 비율은 전체의 57.1%인데 노사협정에 의한 1년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이 

39.8%이고, 취업규칙에 의한 1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 14.5%에 달하고 있

다는 점은 우리와 비교되는 점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운영에 있어 노사신뢰

의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강구 의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기

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가산임금이 지급되던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되게 되어 근로자가 수

령하는 임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해 규정이 사용자

의 노력의무 규정에 불과한 것인가 근로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55). 판례의 입장(대판, 2001.1.5. 99다70846)이나, 법 개정의 경과나, 문

언 구 자체, 그리고 임금보전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점에서 이 규정을 단순한 노력의무규정 이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취

51) 전찬열, 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韓國傳統商學硏究, 제2호, 2002, p. 142
5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8.
53) 김재훈, 상동, p. 146참조

54) 김재훈, 상동, p. 147~148참조

55) 최영호,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2003하반기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pp. 255~257

심하여 그 도입에 대하여 무엇보다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간 동안은 연장근로나 초과근로의 적용이 사

실상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 그 

자발적 활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

다. 즉, 이러한 불안정성 문제와 실질 수입의 감소 우려와 관련 일본의 경우 단위기

간의 확대에 앞서 소정근로일수의 한도, 연속근로일수의 상한, 소정근로시간의 상한, 

시간외 근로의 상한에 관한 특별기준 등을 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48) 

국제노동기구(ILO)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지침49)역시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50)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한 기업의 인력운용의 제약과 임금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의 차원

에서 운용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 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의 문제이다. 즉,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법률상 규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탄력

48) 김재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2007, pp. 145참조

49) ILO지침(1993)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와 관련 1일 및 1주 최장 근로시간 명시, 최장 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 수당지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연장근로수당이 감소

될 경우 이를 보상, 근로의 부담을 고려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배분, 사전에 근로일정의 변경 통보(예: 
근로자의 계획적 생활, 리듬 파괴방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50) 국제비교를 보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이 있으며, 독일은 6개월 또는 24주, 네델란드는 13주, 포르투갈과 핀란드

는 각각 4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기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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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타인에 의해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다.51) 한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로 될 수 있으

나, “근로자위원이 각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이 호선

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볼 수 없다”52)는 설이 유력하다.53)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과

반수대표와 관련된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며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실태조사54)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11.62%의 기업 중 63%가 취업규칙에 의한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

행 노사합의에 의한 시행이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변형근

로제 도입 비율은 전체의 57.1%인데 노사협정에 의한 1년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이 

39.8%이고, 취업규칙에 의한 1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 14.5%에 달하고 있

다는 점은 우리와 비교되는 점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운영에 있어 노사신뢰

의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강구 의무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기

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가산임금이 지급되던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되게 되어 근로자가 수

령하는 임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당해 규정이 사용자

의 노력의무 규정에 불과한 것인가 근로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55). 판례의 입장(대판, 2001.1.5. 99다70846)이나, 법 개정의 경과나, 문

언 구 자체, 그리고 임금보전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점에서 이 규정을 단순한 노력의무규정 이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취

51) 전찬열, 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韓國傳統商學硏究, 제2호, 2002, p. 142
5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8, p. 408.
53) 김재훈, 상동, p. 146참조

54) 김재훈, 상동, p. 147~148참조

55) 최영호,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2003하반기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pp. 255~257

심하여 그 도입에 대하여 무엇보다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간 동안은 연장근로나 초과근로의 적용이 사

실상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 그 

자발적 활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제적 요건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

다. 즉, 이러한 불안정성 문제와 실질 수입의 감소 우려와 관련 일본의 경우 단위기

간의 확대에 앞서 소정근로일수의 한도, 연속근로일수의 상한, 소정근로시간의 상한, 

시간외 근로의 상한에 관한 특별기준 등을 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48) 

국제노동기구(ILO)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지침49)역시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50)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한 기업의 인력운용의 제약과 임금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경제적 고려의 차원

에서 운용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 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의 문제이다. 즉,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법률상 규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탄력

48) 김재훈,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2007, pp. 145참조

49) ILO지침(1993)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와 관련 1일 및 1주 최장 근로시간 명시, 최장 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 수당지급,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연장근로수당이 감소

될 경우 이를 보상, 근로의 부담을 고려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배분, 사전에 근로일정의 변경 통보(예: 
근로자의 계획적 생활, 리듬 파괴방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50) 국제비교를 보면,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이 있으며, 독일은 6개월 또는 24주, 네델란드는 13주, 포르투갈과 핀란드

는 각각 4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기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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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진작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잘 읽혀진다 하겠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의 핵심사항은 바로 이 단시간근로의 확산을 통

하여 일자리 창출, 여성고용률제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

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제2조 2호라 할 

수 있다. 먼저, 기단법은 위 근기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단법의 적용 범

위는 근기법(제11조 1항․2항)과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적용한

다.58)

단시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의무규정(제7조), 일정한 사

항의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제17조와 제24

조 2항 2호) 등이 주요 규정이다. 

유연근무제와 기단법의 단시간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관련될 수 있다. 

첫째, 초과근로의 제한, 둘째, 통상근로자 전환, 셋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구제절

차 등이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초과근로의 제한이다. 이는 법 제18조 2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결정시 그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근로계약

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해야 하고, 초과근로시간만큼 가산임금 

지급과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

58) 근기법과 같이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제외되며 법의 적용 근로자에

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취업자 포함), 단시간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것은 공무원외에 상시 근로자 단 1명만 

있어도 기단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p. 
43~44참조 

업규칙 변경절차와 관련되어 실질적인 법적 의의를 갖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근로시간

의 유연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선진 

각국의 추세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개정 배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현행과 같이 취업규칙에 의해 2주 단위,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업무량의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그 활용을 개선

하여야 한다”56)는 점이 그 논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57)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그 대안적 모색과 무엇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근기법을 보완하는 등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때 당사자에 의한 수용성이 높

아질 것이다. 그러한 전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법정근로시간의 단

축과 함께 모색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라는 입법예고안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입법목적이나 그 취

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3. 유연근무제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평가 

유연근무제와 관련 또, 가장 관련이 큰 노동유형은 단시간근로라 할 수 있다. 주

요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단시간근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p. 2
5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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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진작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잘 읽혀진다 하겠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의 핵심사항은 바로 이 단시간근로의 확산을 통

하여 일자리 창출, 여성고용률제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

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제2조 2호라 할 

수 있다. 먼저, 기단법은 위 근기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단법의 적용 범

위는 근기법(제11조 1항․2항)과 같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적용한

다.58)

단시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노력의무규정(제7조), 일정한 사

항의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제17조와 제24

조 2항 2호) 등이 주요 규정이다. 

유연근무제와 기단법의 단시간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관련될 수 있다. 

첫째, 초과근로의 제한, 둘째, 통상근로자 전환, 셋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구제절

차 등이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초과근로의 제한이다. 이는 법 제18조 2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결정시 그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 시에는 근로계약

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해야 하고, 초과근로시간만큼 가산임금 

지급과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

58) 근기법과 같이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제외되며 법의 적용 근로자에

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취업자 포함), 단시간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것은 공무원외에 상시 근로자 단 1명만 

있어도 기단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p. 
43~44참조 

업규칙 변경절차와 관련되어 실질적인 법적 의의를 갖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근로시간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근로시간

의 유연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선진 

각국의 추세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개정 배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현행과 같이 취업규칙에 의해 2주 단위, 노사 서면

합의에 의해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업무량의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그 활용을 개선

하여야 한다”56)는 점이 그 논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1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57)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합의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의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그 대안적 모색과 무엇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근기법을 보완하는 등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때 당사자에 의한 수용성이 높

아질 것이다. 그러한 전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법정근로시간의 단

축과 함께 모색되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라는 입법예고안 스스로 천명하고 있는 입법목적이나 그 취

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3. 유연근무제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평가 

유연근무제와 관련 또, 가장 관련이 큰 노동유형은 단시간근로라 할 수 있다. 주

요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단시간근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p. 2
5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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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지역이나 직종 내지 산업적 차원의 

차별은 대상이 아니며, 비교 대상을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도 포함되어, 

먼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를 찾고, 없을 때에는 같은 사업의 다

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를 찾아야 한다.61)  

차별적 처우62)에 대한 구제절차는 중요하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

차는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 근로자의 수 등 당사자 자격의 요건

의 미비로 인한 각하,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각하, 차별시정기간

의 도과 등으로 인한 각하 등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대

부분63)으로 이러한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64)되었다. 

즉, 개정법에 따라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절차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동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

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기단법 제9

조)65)할 수 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관계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기단법 10조)하여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일괄 시

61) “동일성 및 유사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i) 해당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 대체 가능성, (ii) 
업무 성격의 유사성, (iii) 업무 가치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업무전체를 보아야 하고, 업무가 가지

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p. 47 참조

62)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받는 형태는 임금의 차별, 가족수당, 교통비 등 복리

후생적 급여의 미지급 내지 부지급, 경조금과 같은 은혜적 급여의 배제. 성과급 배제, 교육훈련이나 연

수에서 배제, 승진․승급에서 배제, 해고 등 불이익 인사조치 등 매우 다양하다. 독일에서는 노령연금 

가입권, 유해작업 배치 등이 문제된 바 있다. 반면 휴가․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근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

회, 박영사, 2010, p. 48 참조

63)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경남지노위

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8.9, 27호, 2009, pp. 171-198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

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II, 노동법학, 2009.12, 32호, 2010, pp. 431-472 참조

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11273호 2012.02.01 일부개정 참조

65) 상기 기단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의 거

부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기법 2조 1항 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둘째, 사용자의 통상근로자의 전환의무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1

항)고 규정하고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다.(제7조 2

항) 형사처벌 규정없이 사용자의 노력의무 규정으로 실효성이 의문이 되나 이 규정

은 서구의 경우 근로자 측에서 확보한 단시간근로 관련 중요한 청구권이다.59) 즉, 

단시간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로 또는 그 역이 언제나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수요자중심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하여 요

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벌규정보다는 이 규정이 당사자간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구제절차이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동법 규정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단법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비정규

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노동위원

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하였다.60) 즉, 단시간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제8조 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단법에 의한 차별 처우의 비교 대상은 

59) 영국과 네델란드 등에서 일․가정양립형 단시간근로의 확산의 핵심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환권 또는 근로자의 전환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 비전형 기간제근

로 등의 활용이 사실상 자유로운 실정에서 일가정 양립형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확산이 제한적인 

이유는 단시간근로가 정규일자리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전일제와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노사신뢰와 노사자율에 바탕한 전환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이주희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p. pp. 
96-180(영국) & 276-99(네델란드) 참조 

60)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 외의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

으며 위반 시 강행적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제 동법 제정이후 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사용주가 극소수

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단법에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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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되는데 지역이나 직종 내지 산업적 차원의 

차별은 대상이 아니며, 비교 대상을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도 포함되어, 

먼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를 찾고, 없을 때에는 같은 사업의 다

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 종사자를 찾아야 한다.61)  

차별적 처우62)에 대한 구제절차는 중요하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

차는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 근로자의 수 등 당사자 자격의 요건

의 미비로 인한 각하,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각하, 차별시정기간

의 도과 등으로 인한 각하 등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대

부분63)으로 이러한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64)되었다. 

즉, 개정법에 따라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절차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동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

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기단법 제9

조)65)할 수 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관계당사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기단법 10조)하여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일괄 시

61) “동일성 및 유사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i) 해당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 대체 가능성, (ii) 
업무 성격의 유사성, (iii) 업무 가치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업무전체를 보아야 하고, 업무가 가지

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p. 47 참조

62)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받는 형태는 임금의 차별, 가족수당, 교통비 등 복리

후생적 급여의 미지급 내지 부지급, 경조금과 같은 은혜적 급여의 배제. 성과급 배제, 교육훈련이나 연

수에서 배제, 승진․승급에서 배제, 해고 등 불이익 인사조치 등 매우 다양하다. 독일에서는 노령연금 

가입권, 유해작업 배치 등이 문제된 바 있다. 반면 휴가․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근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

회, 박영사, 2010, p. 48 참조

63)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경남지노위

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8.9, 27호, 2009, pp. 171-198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

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II, 노동법학, 2009.12, 32호, 2010, pp. 431-472 참조

6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11273호 2012.02.01 일부개정 참조

65) 상기 기단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의 거

부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기법 2조 1항 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당해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둘째, 사용자의 통상근로자의 전환의무이다. 이것은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1

항)고 규정하고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신청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다.(제7조 2

항) 형사처벌 규정없이 사용자의 노력의무 규정으로 실효성이 의문이 되나 이 규정

은 서구의 경우 근로자 측에서 확보한 단시간근로 관련 중요한 청구권이다.59) 즉, 

단시간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로 또는 그 역이 언제나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야 말로 수요자중심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하여 요

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벌규정보다는 이 규정이 당사자간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구제절차이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동법 규정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기단법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비정규

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노동위원

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하였다.60) 즉, 단시간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제8조 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단법에 의한 차별 처우의 비교 대상은 

59) 영국과 네델란드 등에서 일․가정양립형 단시간근로의 확산의 핵심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환권 또는 근로자의 전환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 비전형 기간제근

로 등의 활용이 사실상 자유로운 실정에서 일가정 양립형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확산이 제한적인 

이유는 단시간근로가 정규일자리의 단순한 대체가 아닌 전일제와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노사신뢰와 노사자율에 바탕한 전환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할 수 있다. 
이주희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p. pp. 
96-180(영국) & 276-99(네델란드) 참조 

60)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 외의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

으며 위반 시 강행적 처벌규정이 있으나 실제 동법 제정이후 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사용주가 극소수

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단법에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이 역시 현재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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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가 긍정적으로 결합된 근로형태의 확산을 통한 여성고용률의 제고와 일·가정 

양립지원의 확립조처로서 그러한 차별시정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정규의 단시간 

근로의 확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이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한편에서, 낮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며, 다른 

한편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부응하는 유연근무법제의 실현

즉, 수단의 적정성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입법론과 관련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침해의 최소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 등도 아울러 정확히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

한 법률의 균형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연화를 위한 유연화나 반대로 모든 형

태의 유연근무제가 또 다른 저임금 유연노동의 양산이라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

장은 모두 시대적 요구나 변화하는 여성노동의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

다. 즉, 전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가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우려대로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한 

입법론적 보완 및 정책적으로 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

에, 후자는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이 실제로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당사

자인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그러한 유형의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극적

으로 양질의 상시적인 단시간근로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현행 관련 법령의 입법

론적 보완과 대안제시로 사회적 논의가 모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지도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를 판정하

여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단법 제12조 및 13조).  

또,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

는 사용자에게 그 내용과 이행기간을 명시한 시정명령을 발한다.(기단법, 제1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시

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

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제14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4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제 

최종심 판결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 처벌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6)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 근로자 등 자발적인 일·가정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행 기단법상의 차별규정의 실효성확보가 무엇보다 시급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현행 노동위원회를 통한 기단법상의 차별시정 구제

제도가 그간 사실상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 온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즉, ① 사업

장내 차별 비교대상의 유무여부, 그리고 ② 당사자이외 차별신청 권한의 확대와 그

에 따른 사업장 안전장치의 마련문제, 그리고 ③ 형식상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임

금 및 상여금 그리고 기타의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차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른바 ‘즁규직’)의 문제 등이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연근무제라는 근로자 당사자의 선택과 사업장

66) 한편, 이러한 법제를 통한 차별시정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차별없는 일터 사업

단을 발족하고 현재 전국 6개 권역에 관련 교육, 상담, 전문가양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인력, 재정지원 등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도 미약한 편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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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가 긍정적으로 결합된 근로형태의 확산을 통한 여성고용률의 제고와 일·가정 

양립지원의 확립조처로서 그러한 차별시정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정규의 단시간 

근로의 확산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이상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한편에서, 낮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며, 다른 

한편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부응하는 유연근무법제의 실현

즉, 수단의 적정성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입법론과 관련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침해의 최소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법익의 균형성 등도 아울러 정확히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

한 법률의 균형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연화를 위한 유연화나 반대로 모든 형

태의 유연근무제가 또 다른 저임금 유연노동의 양산이라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

장은 모두 시대적 요구나 변화하는 여성노동의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겠

다. 즉, 전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가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우려대로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한 

입법론적 보완 및 정책적으로 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

에, 후자는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이 실제로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당사

자인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과 그러한 유형의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극적

으로 양질의 상시적인 단시간근로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현행 관련 법령의 입법

론적 보완과 대안제시로 사회적 논의가 모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지도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를 판정하

여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단법 제12조 및 13조).  

또,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

는 사용자에게 그 내용과 이행기간을 명시한 시정명령을 발한다.(기단법, 제1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시

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

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제14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24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제 

최종심 판결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 처벌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66)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단시간 근로자 등 자발적인 일·가정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행 기단법상의 차별규정의 실효성확보가 무엇보다 시급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현행 노동위원회를 통한 기단법상의 차별시정 구제

제도가 그간 사실상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 온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즉, ① 사업

장내 차별 비교대상의 유무여부, 그리고 ② 당사자이외 차별신청 권한의 확대와 그

에 따른 사업장 안전장치의 마련문제, 그리고 ③ 형식상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임

금 및 상여금 그리고 기타의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차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른바 ‘즁규직’)의 문제 등이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연근무제라는 근로자 당사자의 선택과 사업장

66) 한편, 이러한 법제를 통한 차별시정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노사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차별없는 일터 사업

단을 발족하고 현재 전국 6개 권역에 관련 교육, 상담, 전문가양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인력, 재정지원 등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도 미약한 편이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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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국제기구나 주요 외국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

는 한편,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

한 관련 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주지하다시피, 먼저,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1994.6.24)을 

체결한데 이어, 가내근로에 관한협약(1996.6.20)과 민간직업소개업체협약(1997.6.19)

을 체결하고 단시간근로, 임시직, 파견근로의 활용의 원칙과 차별금지 및 모성보호 

등의 기본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고용관계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관련 논의67)는 총회의 권고안에 그친데 이어 금년에는 제100차 총회에서 돌봄

노동 관련「가사사용인에 관한 협약」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텔레워크에 관한 지침(1991)을 시작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지침

(1995), 단시간근로에 관한 지침(1997), 그리고 기간제근로에 관한 지침(1999)에 이

어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2008)에 이르기까지 유연근무제와 관련 보호 

및 그 규율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오고 있다. 

네델란드는 유연근무제의 선도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데, 2000년 관련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Hour Adjustment Act, 2000)을 도입하고 단시간근로에 대한 차

별금지 및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시간제고용 

확산정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조처로 일․가정양립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제(Parttime Workers Regulations, 2000)로 

균등대우를 법제화하고 교대제, 시간제 및 전환제도, 시차출퇴근제, 일자리 나누기, 

집중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7

년 노동당의 주도 아래 다양한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유연근로시간제, 시간차 근로

제, 집약근로 시간제, 작업 공유제, 교대근무제, 교대 전환제, 근무시간 저축제, 학기

중 근로제, 연중 근로제, 초과 휴가제, 자율 초과근무제, 재택근무제, 맞춤식 근무제, 

67) ILO는 2006년 제95차 총회에서 특수형태근로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안은 고용관계를 판

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볼지에 대해 각국이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6〉단시간근로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법조문 규율내용

근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말한다.

제18조

(단시간근로

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9조(근로

조건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별표 2191)와 같다.

고평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단

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출처: 이승욱, 단시간근로 저해 법령 개선연구, 고용노동부, 2010, pp. 236-2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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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국제기구나 주요 외국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

는 한편,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

한 관련 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주지하다시피, 먼저,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1994.6.24)을 

체결한데 이어, 가내근로에 관한협약(1996.6.20)과 민간직업소개업체협약(1997.6.19)

을 체결하고 단시간근로, 임시직, 파견근로의 활용의 원칙과 차별금지 및 모성보호 

등의 기본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왔으며, 고용관계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관련 논의67)는 총회의 권고안에 그친데 이어 금년에는 제100차 총회에서 돌봄

노동 관련「가사사용인에 관한 협약」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텔레워크에 관한 지침(1991)을 시작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지침

(1995), 단시간근로에 관한 지침(1997), 그리고 기간제근로에 관한 지침(1999)에 이

어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2008)에 이르기까지 유연근무제와 관련 보호 

및 그 규율방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오고 있다. 

네델란드는 유연근무제의 선도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데, 2000년 관련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Hour Adjustment Act, 2000)을 도입하고 단시간근로에 대한 차

별금지 및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시간제고용 

확산정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조처로 일․가정양립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은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제(Parttime Workers Regulations, 2000)로 

균등대우를 법제화하고 교대제, 시간제 및 전환제도, 시차출퇴근제, 일자리 나누기, 

집중근로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7

년 노동당의 주도 아래 다양한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유연근로시간제, 시간차 근로

제, 집약근로 시간제, 작업 공유제, 교대근무제, 교대 전환제, 근무시간 저축제, 학기

중 근로제, 연중 근로제, 초과 휴가제, 자율 초과근무제, 재택근무제, 맞춤식 근무제, 

67) ILO는 2006년 제95차 총회에서 특수형태근로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동 권고안은 고용관계를 판

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볼지에 대해 각국이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6〉단시간근로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법조문 규율내용

근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말한다.

제18조

(단시간근로

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9조(근로

조건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별표 2191)와 같다.

고평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단

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출처: 이승욱, 단시간근로 저해 법령 개선연구, 고용노동부, 2010, pp. 236-2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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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근무제법 도입과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클린턴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용중인 대체적 근무시간(alternative work 

schedule: 유연근무 시간제, 집약근무 시간제 등)제와 ‘이동성이 높은 일터’ 등이 활

용이 높은 유연근무제도로 분석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시간제근무에 대한 장점

과 단점(회의시간 맞추기 어려움, 근무공백 등)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노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그리고,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공

정하고 일관성있는 관리 기준의 확보, 관리자의 협조, 시간제근무제에 대한 정기평

가 등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 모두 기대한 바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진정한 양질의 유연근무를 확보하고 있는 지도 여전히 쟁

점이 되고 있다.68) 

그것은 유연근무의 활용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필요 그리고 근로자 당사

자의 자발적 선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확산되어 온 것이라기 보

다는 노동시장내 해고나 기타 고용경직성을 우회하고자 하는 요구, 인건비에 대한 

무한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비롯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점은 7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관련 제도들의 역사적 도입 

배경과 그에 대한 사회적 주체들의 변화하는 반응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일-가정양립의 과제와 시장-개인의 선택의 폭은 다원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추세에 있다. 실제 위에서 살

펴보았듯이 우리의 경우 유형별로 보아「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

률」의 주요 개정안들의 여러 내용은 육아휴직, 모성보호 등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

적으로 현재의 법률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오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근기법」개정은 시장에서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

68) 이에 대해, 이주희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참

조

무급휴직제도 등)가 도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시간제근로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이다.  

영국역시 이들 제도 중 시간제근로, 직업공유제, 유연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 소

수의 제도에 주로 치중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각 제도의 활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프랑스는 1998년(1차 Aubry법), 2000년(2차 Aubry법)입법을 통해 주 35시간으

로 근로시간단축한데 이어, 시간제 촉진을 위한 사회보험료감면, 근로시간계좌제 운

용등 실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역시 다각도로 일․가정양립을 모색해오고 있다.

독일은 시차출근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계좌제,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2003년 Hartz법(I, II)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Mini, Midi Job 등)를 시도해 오고 있다. 또, 여성근로자의 활용도가 높은 시간제

근로와 주요 유연근무제도로 근로시간계좌제도(Arbeitzeitkonto)가 비교적 활발히 운

용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자결권을 어떻게 높였

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7년「일과 삶의 조화추진행동지침」채택한 이후, 시간제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탄력근로시간제(1개월, 1년단위)를 활성화하

였으며, 텔레워크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총 480일에 

달하는 육아휴직 동안에 높은 소득보전(390일간 부모봉급의 80%+90일간 전체근로

자 동일적용 flat rate)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이 8세까지 유연하게 허용되는 

육아휴직 기간과 다양한 분할 방식(half, quater, full time의 1/8 등)이 시행되고 있

다. 이런 점은 앞에서 소개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관련 입법 개정안에 참고할 만

하다 하겠다. 또, 특별한 것은 재원의 마련과 관련 일종의 사회보험인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가 다루는 범위

를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8

세~ 초둥학교 1학년까지)에 공무원에 대해 25%까지 임금보전없이 근로시간단축제

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참고로 할만하다.

미국은 유연근무제와 관련 선도적인 국가로 교대제와 원격근무제가 발달하였으며, 

80년대 이후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 연방공무원의 유연근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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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근무제법 도입과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클린턴정부에서 도입되어 운용중인 대체적 근무시간(alternative work 

schedule: 유연근무 시간제, 집약근무 시간제 등)제와 ‘이동성이 높은 일터’ 등이 활

용이 높은 유연근무제도로 분석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시간제근무에 대한 장점

과 단점(회의시간 맞추기 어려움, 근무공백 등)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노사의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 그리고,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공

정하고 일관성있는 관리 기준의 확보, 관리자의 협조, 시간제근무제에 대한 정기평

가 등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국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 이들 국가에서 모두 기대한 바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진정한 양질의 유연근무를 확보하고 있는 지도 여전히 쟁

점이 되고 있다.68) 

그것은 유연근무의 활용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필요 그리고 근로자 당사

자의 자발적 선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확산되어 온 것이라기 보

다는 노동시장내 해고나 기타 고용경직성을 우회하고자 하는 요구, 인건비에 대한 

무한경쟁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비롯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점은 7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관련 제도들의 역사적 도입 

배경과 그에 대한 사회적 주체들의 변화하는 반응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일-가정양립의 과제와 시장-개인의 선택의 폭은 다원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추세에 있다. 실제 위에서 살

펴보았듯이 우리의 경우 유형별로 보아「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

률」의 주요 개정안들의 여러 내용은 육아휴직, 모성보호 등과 관련하여 그간 지속

적으로 현재의 법률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오고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근기법」개정은 시장에서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

68) 이에 대해, 이주희외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참

조

무급휴직제도 등)가 도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시간제근로가 가장 활성화 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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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시차출근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계좌제,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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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점은 앞에서 소개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관련 입법 개정안에 참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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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이후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 연방공무원의 유연근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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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현재와 같은 단시간근로가 결코 양질의 일

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즉, 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 단시간 근로자들은 주 

20.8시간 근로하며, 평균 소득이 월 56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규직들이 주 46.5시간을 일하면서 월 229만 4천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 40.1시간 

월 136만원, 임시직 근로자들이 주 43.8시간에 월 152.7만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

하여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다. 시간당 중위임금의 2/3이하를 받고있는 저임금근로

자의 비중이 시간제 근로자의 52.7%, 비정규직 전체의 39.7%, 기간제 근로자의 

33.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0) 

〈표 7〉사회보험과 근로복지 수혜자의 비율

구분

사회보험 근로복지 수혜비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임금근로자 66.0 67.0 63.3 63.1 64.7 44.4 58.7
정규직 78.4 79.5 75.7 76.6 79.3 55.4 71.3

비정규직 38.1 42.1 41.0 36.9 35.5 22.5 33.6
한시직 58.6 64.6 61.9 56.2 52.3 33.0 52.7
시간제 9.3 10.6 10.7 6.7 11.2 5.7 6.0
비전형 22.3 28.8 28.6 26.1 24.4 14.4 21.7

 츨처: 통계청(2010.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배규식,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자!(노동리뷰, 
2011년 3월호,p. 8에서 재인용)

또한 이들 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정규직 6년 5개

월)하며, 73.7%가 1년 미만 근속자들이며 자발적 시간제근로를 택한 비율이 4.2%

에 불과하며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비율이 47.1%이다.71)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노동시장내 단시간근로는 서구형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실현하기에 여전히 충분치 못한 여건에 있다. 반면, 최근 시간제 

69) 배규식,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자,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pp. 
7-8 참조

70) 같은 곳 p. 8 참조

71) 같은 곳, p. 8-9 참조

록 근로계약의 개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며, 부분적인 법 적용 배제

그룹의 보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법안의 경우 법 도입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장 노사당사자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무엇보다 여전히 차별시정제도가 실효

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역시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동등대우, 기능하는 차별시정제도 등 그 도입의 전제 여건

(관련 법개정, 근로감독강화, 인사․노무 등 관리기준 마련 등 행정조치선행, 다양한 

노사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의 마련에 충실하여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차원적인 법제도의 현실을 시장의 주체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전제에

서 공통이익의 관점에서 관련 법제화를 모색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

에만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3. 여성고용 변화와 양질의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

우리 노동시장에서 유연근무제의 핵심을 이루는 단시간근로자 특히 그중에서 여

성 단시간근로자의 현실은 실제로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단

시간근로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9.5%(162만 명)로 그 비중은 2001년 6.5%(87만 8

천명)이래 점차 증가해 왔고, 그 중에서 여성근로자가 73.7%(남성근로자 26.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비율적으로 이러한 단시간근로의 비중은 2009년 

유럽연합(EU) 평균 18.3%, OECD 평균 1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반면 비정규근로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단시간근로자들이 주로 분포

해 있는 부문은 서비스업으로 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

스업에 84.3%(136만 천명)가 일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기능․기계조

작․조립 등에서 70만 6천명, 서비스판매업 등에서 49만 1천명이 일하고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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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시간 근로하며, 평균 소득이 월 56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규직들이 주 46.5시간을 일하면서 월 229만 4천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 40.1시간 

월 136만원, 임시직 근로자들이 주 43.8시간에 월 152.7만원을 받고 있는 것에 비

하여 현격히 낮은 수준에 있다. 시간당 중위임금의 2/3이하를 받고있는 저임금근로

자의 비중이 시간제 근로자의 52.7%, 비정규직 전체의 39.7%, 기간제 근로자의 

33.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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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임금근로자 66.0 67.0 63.3 63.1 64.7 44.4 58.7
정규직 78.4 79.5 75.7 76.6 79.3 55.4 71.3

비정규직 38.1 42.1 41.0 36.9 35.5 22.5 33.6
한시직 58.6 64.6 61.9 56.2 52.3 33.0 52.7
시간제 9.3 10.6 10.7 6.7 11.2 5.7 6.0
비전형 22.3 28.8 28.6 26.1 24.4 14.4 21.7

 츨처: 통계청(2010.8)「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배규식,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자!(노동리뷰, 
2011년 3월호,p. 8에서 재인용)

또한 이들 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1개월에 불과(정규직 6년 5개

월)하며, 73.7%가 1년 미만 근속자들이며 자발적 시간제근로를 택한 비율이 4.2%

에 불과하며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비율이 47.1%이다.71)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노동시장내 단시간근로는 서구형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실현하기에 여전히 충분치 못한 여건에 있다. 반면, 최근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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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참조

70) 같은 곳 p. 8 참조

71) 같은 곳, p. 8-9 참조

록 근로계약의 개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며, 부분적인 법 적용 배제

그룹의 보호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법안의 경우 법 도입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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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의 마련에 충실하여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차원적인 법제도의 현실을 시장의 주체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전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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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반면 비정규근로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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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조립 등에서 70만 6천명, 서비스판매업 등에서 49만 1천명이 일하고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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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육아휴직 이용자의 증가추세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인숙박사에 따르면 특히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4년 

786명에서 2008년 2,84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5천 6백여 명까

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6). 한편, 동 조사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활용자

도 3,607명 증가추세인 반면, 재택․원격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제근무, 집약

근무 등은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일부 유연

근무제 활용의 증가 추세는 여성근로자가 다수로 미취학 자녀의 돌봄과 취학아동 교

육 등 자녀양육, 점진적인 생애주기적 요인, 자기계발 등을 중시하는 개인생활에 대

한 가치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7)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양인숙박사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시

간제계약직 - 즉 인턴사원 - 은 그간의 경험을 보면 취업경험이 없는 대졸자로 이들

에 책임없는 단순 업무만을 맡기거나 1년 계약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의 재배치가 문

제가 되고 있고, 둘째, 시간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업무량이 줄지 않았고, 셋

째, 관리자의 인식, 의지와 실천 노력은 물론 대체인력 채용문제나 시간제 전환공무

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등 인사시스템의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중요한 문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78) 결국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는 일시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직무유형과 근무형태, 그리고 대상직급에 

따른 단계적 수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상시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임금과 처우가 높고, 잘 갖추어진 육

아, 환자 돌봄서비스 체제로 인하여 상용형 단시간근로가 보편적인 반면, 우리의 경

우 전일제 ‘남성외벌이 가족’모델이 지배적이며, 육아․돌봄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에서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단시간근로는 여전히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76) 양인숙, 행정기관 시간제근무제도의 확산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 
16 참조

77) 같은 곳, p. 17 참조

78) 같은 곳, pp. 19-20 참조

근로자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비교 실태조사를 주도한 이주희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노동시장에서 전일제 임시계약직이 (단시간근로를 대신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

한 수요에 부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72) 따라서,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에 앞서 그러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

제조건’에 대하여 “노동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충만한 생애를 위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또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아와 양육 등 돌봄노

동을 위한 시간, 자기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간, 자원봉사와 시민자치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의 도입의 경우에도 그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네델란드

의 예73)에서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법제 뿐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와 ‘단

체교섭’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임을 실태조사를 통한 핵심적인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74)  

이처럼, 우리의 경우 육아, 환자돌봄, 장애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가 미발달하

고 이들 서비스가 시장화되어 있는 여건에서 아직도 여성근로자가 서구에서와 같이 

교육, 의료, 복지 부문 등 서비스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시간제로 일할 기회는 적고 

또, 근로자입장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실익이 적거나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

에 비하여 부담이 되고 있어 유연근무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시에 여성고용률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75) 

한편, 공공부문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제고로 최근 일부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72) 이주희 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 377 
참조

73) 전병유, 네델란드의 시간제 근로 실태, in: 이주희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

태조사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p. 277-99 참조

74) 이주희,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

호 p. 22 참조 

75) 배규식, 앞의 글,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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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육아휴직 이용자의 증가추세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인숙박사에 따르면 특히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4년 

786명에서 2008년 2,84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5천 6백여 명까

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6). 한편, 동 조사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 활용자

도 3,607명 증가추세인 반면, 재택․원격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제근무, 집약

근무 등은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일부 유연

근무제 활용의 증가 추세는 여성근로자가 다수로 미취학 자녀의 돌봄과 취학아동 교

육 등 자녀양육, 점진적인 생애주기적 요인, 자기계발 등을 중시하는 개인생활에 대

한 가치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77)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양인숙박사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시

간제계약직 - 즉 인턴사원 - 은 그간의 경험을 보면 취업경험이 없는 대졸자로 이들

에 책임없는 단순 업무만을 맡기거나 1년 계약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의 재배치가 문

제가 되고 있고, 둘째, 시간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업무량이 줄지 않았고, 셋

째, 관리자의 인식, 의지와 실천 노력은 물론 대체인력 채용문제나 시간제 전환공무

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등 인사시스템의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중요한 문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78) 결국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는 일시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직무유형과 근무형태, 그리고 대상직급에 

따른 단계적 수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대부분 

상시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임금과 처우가 높고, 잘 갖추어진 육

아, 환자 돌봄서비스 체제로 인하여 상용형 단시간근로가 보편적인 반면, 우리의 경

우 전일제 ‘남성외벌이 가족’모델이 지배적이며, 육아․돌봄서비스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에서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단시간근로는 여전히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76) 양인숙, 행정기관 시간제근무제도의 확산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 
16 참조

77) 같은 곳, p. 17 참조

78) 같은 곳, pp. 19-20 참조

근로자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비교 실태조사를 주도한 이주희교수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제근로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바로 

노동시장에서 전일제 임시계약직이 (단시간근로를 대신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

한 수요에 부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72) 따라서,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에 앞서 그러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

제조건’에 대하여 “노동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충만한 생애를 위한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며 또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아와 양육 등 돌봄노

동을 위한 시간, 자기개발을 위한 재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간, 자원봉사와 시민자치

활동을 위한 시간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의 도입의 경우에도 그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네델란드

의 예73)에서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법제 뿐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와 ‘단

체교섭’을 통해서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임을 실태조사를 통한 핵심적인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74)  

이처럼, 우리의 경우 육아, 환자돌봄, 장애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가 미발달하

고 이들 서비스가 시장화되어 있는 여건에서 아직도 여성근로자가 서구에서와 같이 

교육, 의료, 복지 부문 등 서비스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시간제로 일할 기회는 적고 

또, 근로자입장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실익이 적거나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

에 비하여 부담이 되고 있어 유연근무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동시에 여성고용률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75) 

한편, 공공부문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제고로 최근 일부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72) 이주희 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 377 
참조

73) 전병유, 네델란드의 시간제 근로 실태, in: 이주희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시간제 근로자 실

태조사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0, pp. 277-99 참조

74) 이주희,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도입의 전제조건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

호 p. 22 참조 

75) 배규식, 앞의 글, p.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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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근로자 및 사용자적 지위, 사회보장 분담금의 조정 등), ③ 노동시장내 차별금지

(정규/비정규직 및 남/녀 근로자간)를 공통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배경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찬’ vs. '반'의 논의는 실제로 별의미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각기 상반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보다 ‘건

강하며’ ‘양질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의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끝으로 그 전제 요건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여성고용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부문  

중 ‘당사자의 자발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의료, 금융, 교육 등)별로 시범

영역을 확정하고 그 수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 정책시행의 전제요건으로 가장 관건인 시간제근로에 대한 동등처우의 

보장을 위해 균등처우개선 지원금이나 실효성있는 차별시정제도(제척기간연장, 제3

자 차별시정신청 허용 등) 등을 조속히 개선하고, 첫 번째 항목에서 검토된 구체적

인 수요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의 참여하에 시간제의 정규직 또는 그 역의 

경우에 대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지원금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경우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단계적인 전제 조건의 창출에 정책주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

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근로자의 육아지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로의 전환은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단지 그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유연근무제

를 도입하고자 하나 공공부문 고용의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공

공부문 인력충원의 특성상(일반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기타보수직 등) 유연근무제

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은 채, 계약직이나 

전문직, 기능직, 기타 보수직이나 또는 지난 시기 무기계약 공무원으로 전환된 다수

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81) 이런 측면에서 여성노동계가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여성고용률도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와 같은 단시간 근로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

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일-가정-고용시장의 조건을 극복해나가는 대안은 결국 현재 노동시장에 만

연해 있는 저임금․불안정 고용의 단시간근로 유형이 아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

하는 진정한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모델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점차 고용이 희소재가 되어가는 저성장-고실업의 시대 전체적으로 평균노동시간을 

줄여 미비한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특히, 25세-54세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안을 의미할 것이다.79)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전에 

맞서 청년층, 여성층, 고령층에 보다 많은 노동기회를 부여하고 이른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른 근로시간을 평준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80) 

결국, 이것은 시간제 근로를 양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차별없는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방안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4. 맺는 말

외국사례에서 노동시장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유연

화의 전반적 추세를 엿볼 수 있다. 그 주요 배경은 ①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대책의 

일환, ② 유연한 근로를 활용한 기업경쟁력의 제고, ③ 여성(또는 양성간)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추세에 대한 자발적 유연근무제 선택폭 확대 등에 대한 적

극적 대응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다시 각국은 ① 다양한 고용형태

의 촉진, ② 이들 고용형태의 촉진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내 새로운 계약관행의 정

79) 김승택,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근로문화의 선진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p. 
1-2 참조

80) 배규식, 앞의 글, pp.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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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근로자 및 사용자적 지위, 사회보장 분담금의 조정 등), ③ 노동시장내 차별금지

(정규/비정규직 및 남/녀 근로자간)를 공통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배경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찬’ vs. '반'의 논의는 실제로 별의미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각기 상반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보다 ‘건

강하며’ ‘양질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의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끝으로 그 전제 요건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여성고용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부문  

중 ‘당사자의 자발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의료, 금융, 교육 등)별로 시범

영역을 확정하고 그 수용을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 정책시행의 전제요건으로 가장 관건인 시간제근로에 대한 동등처우의 

보장을 위해 균등처우개선 지원금이나 실효성있는 차별시정제도(제척기간연장, 제3

자 차별시정신청 허용 등) 등을 조속히 개선하고, 첫 번째 항목에서 검토된 구체적

인 수요가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의 참여하에 시간제의 정규직 또는 그 역의 

경우에 대한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지원금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경우 

일․가정양립형 일자리 확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유인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단계적인 전제 조건의 창출에 정책주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

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근로자의 육아지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로의 전환은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단지 그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유연근무제

를 도입하고자 하나 공공부문 고용의 특성상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공

공부문 인력충원의 특성상(일반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기타보수직 등) 유연근무제

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은 채, 계약직이나 

전문직, 기능직, 기타 보수직이나 또는 지난 시기 무기계약 공무원으로 전환된 다수

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81) 이런 측면에서 여성노동계가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여성고용률도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와 같은 단시간 근로의 유형’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

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일-가정-고용시장의 조건을 극복해나가는 대안은 결국 현재 노동시장에 만

연해 있는 저임금․불안정 고용의 단시간근로 유형이 아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

하는 진정한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모델을 창출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점차 고용이 희소재가 되어가는 저성장-고실업의 시대 전체적으로 평균노동시간을 

줄여 미비한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특히, 25세-54세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안을 의미할 것이다.79)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도전에 

맞서 청년층, 여성층, 고령층에 보다 많은 노동기회를 부여하고 이른바 생애주기(life 

course)에 따른 근로시간을 평준화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80) 

결국, 이것은 시간제 근로를 양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차별없는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방안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4. 맺는 말

외국사례에서 노동시장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유연

화의 전반적 추세를 엿볼 수 있다. 그 주요 배경은 ① 일자리 나누기 등 실업대책의 

일환, ② 유연한 근로를 활용한 기업경쟁력의 제고, ③ 여성(또는 양성간)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추세에 대한 자발적 유연근무제 선택폭 확대 등에 대한 적

극적 대응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다시 각국은 ① 다양한 고용형태

의 촉진, ② 이들 고용형태의 촉진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내 새로운 계약관행의 정

79) 김승택,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근로문화의 선진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p. 
1-2 참조

80) 배규식, 앞의 글, pp.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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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존의 여러 연구조사 결과가 분석하고 있듯이 유연근무제는 일관성있는 관

리(시간제근무제의 효과성과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예외적인 경우가 많을 것

으로 판단되는 시간제근로의 특성상 가능한 한 세밀한 지침과 관리자의 일관성있는 

관리 등)와 관리자의 근본적인 인식의 제고(시간제근로의 성패는 관리자에 달려있음

을 영국, 미국에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으며 관리자의 데이터를 통한 설득, 장기적

인 마스터플랜과 관련단체의 정보전파 역할이 중요함)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평가

와 평가결과의 공개(미국, 영국 등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정기적 의회보고, 결과의 

공개와 피드백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의 중요성)등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의도된 유연근

무는 실제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또 다른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으로 이어

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당사자나 대표의 참여 문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인 정책담당자, 

일부 관계전문가 주도의 유연근무제 확산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실효성있

는 방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노사당사자 대표 및 관련 여성계대표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등이 각종 준비단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실질 주체들에 정확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등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는 bottom-up방식을 통해 접근해나가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진정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재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요약), 

2010.10.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근로기준법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유연근무제보다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그리고 우리사회 여전히 취약하고 

미발달된 사회적 서비스부문 등에 오히려 ‘상시적 정규일자리 창출’에 우선 주력하

는 공세적 고용정책을 취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돌봄노동의 활성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증가추세’, ‘일․가정 양립’이라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

연근무제에 대한 역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평가된다82). 대안으로 결국 

유연근무제중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83)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데 앞에서 

단시근 근로에 관한 현행 법제의 상세한 분석84)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창출에는 적잖은 전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앙으로부터의 고용정책적 

차원에서 top-down방식(예를 들어, 행자부나 기재부등 경제부처 중심의 총량적 접

근)의 유연근무제의 확산추진 방안은 그 일자리의 ‘양’에 앞서 선행적으로 그 일자

리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을 때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

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교육, 복지부문에서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산과 특히, 이들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러한 일․가

정 양립을 내세운 유연근무제가 사실상 서로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1) 진종순,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발전방안: 시간제 근무를 중심으로,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10. 4.22, pp. 38-9 참조. 실제로 공공부문 유연근

무 실태를 조사한 위 연구에서는 2009년 법무부등 정부기관의 시간제근무이용자 1121명 중 절대다

수인 1117명이 계약직공무원이고 경력직공무원이 4명에 불과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동 연구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의 1순위는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될 우려(53.8%)’, 
2순위는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34.2%)’, 3순위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

(29.5%)’, 4순위는 ’탄력적 근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26.9%)‘, 5순위는 ‘초과근무 등 

장시간 근무 관행(22.2%)’, 6 순위는 ‘임금의 감소(6.8%)’,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불안정(비정규직

화) 우려(1.8%)’ 등으로 나타났다(한국행정연구원, 2007; 양건모, 2010)”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곳, p. 
40 참조. 특히, 우리의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시

간제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부문부터 현재의 불안정-주변노동을 대체할 ‘상용 단시간 근

로제’를 쓸 수 있는 방안 등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2) 박재범,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 in: 한국노총,「노동저널」, 2010 July-August, pp. 

12-13 참조

83) 황수경, 일-생활 양립형 고용형태로서의 상용단시간근로 확대,「젠더리뷰」, 2010 여름호, pp. 41-50 참

조

84) 앞 pp 17-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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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존의 여러 연구조사 결과가 분석하고 있듯이 유연근무제는 일관성있는 관

리(시간제근무제의 효과성과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예외적인 경우가 많을 것

으로 판단되는 시간제근로의 특성상 가능한 한 세밀한 지침과 관리자의 일관성있는 

관리 등)와 관리자의 근본적인 인식의 제고(시간제근로의 성패는 관리자에 달려있음

을 영국, 미국에서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으며 관리자의 데이터를 통한 설득, 장기적

인 마스터플랜과 관련단체의 정보전파 역할이 중요함)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평가

와 평가결과의 공개(미국, 영국 등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정기적 의회보고, 결과의 

공개와 피드백 등을 통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의 중요성)등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일․가정 양립과 여성고용률 제고라는 바람직한 목적으로 의도된 유연근

무는 실제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또 다른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으로 이어

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당사자나 대표의 참여 문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인 정책담당자, 

일부 관계전문가 주도의 유연근무제 확산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실효성있

는 방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노사당사자 대표 및 관련 여성계대표가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등이 각종 준비단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실질 주체들에 정확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등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는 bottom-up방식을 통해 접근해나가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진정한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재 이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요약), 

2010.10.1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08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18

근로기준법주해(II),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0

유연근무제보다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그리고 우리사회 여전히 취약하고 

미발달된 사회적 서비스부문 등에 오히려 ‘상시적 정규일자리 창출’에 우선 주력하

는 공세적 고용정책을 취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요한 배경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돌봄노동의 활성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의 증가추세’, ‘일․가정 양립’이라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

연근무제에 대한 역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평가된다82). 대안으로 결국 

유연근무제중 양질의 ‘상용형 단시간근로’83)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데 앞에서 

단시근 근로에 관한 현행 법제의 상세한 분석84)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창출에는 적잖은 전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앙으로부터의 고용정책적 

차원에서 top-down방식(예를 들어, 행자부나 기재부등 경제부처 중심의 총량적 접

근)의 유연근무제의 확산추진 방안은 그 일자리의 ‘양’에 앞서 선행적으로 그 일자

리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을 때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

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교육, 복지부문에서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산과 특히, 이들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러한 일․가

정 양립을 내세운 유연근무제가 사실상 서로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1) 진종순, 공직사회 유연근무제의 발전방안: 시간제 근무를 중심으로, (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토론회 발제문, 2010. 4.22, pp. 38-9 참조. 실제로 공공부문 유연근

무 실태를 조사한 위 연구에서는 2009년 법무부등 정부기관의 시간제근무이용자 1121명 중 절대다

수인 1117명이 계약직공무원이고 경력직공무원이 4명에 불과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동 연구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의 1순위는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될 우려(53.8%)’, 
2순위는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34.2%)’, 3순위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

(29.5%)’, 4순위는 ’탄력적 근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26.9%)‘, 5순위는 ‘초과근무 등 

장시간 근무 관행(22.2%)’, 6 순위는 ‘임금의 감소(6.8%)’,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용불안정(비정규직

화) 우려(1.8%)’ 등으로 나타났다(한국행정연구원, 2007; 양건모, 2010)”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곳, p. 
40 참조. 특히, 우리의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시

간제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부문부터 현재의 불안정-주변노동을 대체할 ‘상용 단시간 근

로제’를 쓸 수 있는 방안 등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2) 박재범,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 in: 한국노총,「노동저널」, 2010 July-August, pp. 

12-13 참조

83) 황수경, 일-생활 양립형 고용형태로서의 상용단시간근로 확대,「젠더리뷰」, 2010 여름호, pp. 41-50 참

조

84) 앞 pp 17-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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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정치경제학
: 프랑스 제 3공화국 전반기의 인구위기와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1)

오경환2)

인구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정치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었다. 더 산업

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구는 빈곤 문제와 함께 프랑스의 정치

경제적 상상에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다. 제3공화국의 전반기 동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인구 증가를 중요한 공적 문제로 만들도록 정치적 역동을 

재설정했다. 이런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망라한 프

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 연합(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이 인구 계획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조직은 강건한 보수적인 정치적 지지 기반

에 근거한 정치적인 조직과 유사하게 되었다. 인구 의제는 국가와 사회가 다시 

생각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국민 연합의 거의 절대적인 정치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국민 연합이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가족 투표 제안은 이런 새로운 가

부장적 정치 체제의 중요한 예이며, 인구 증가를 위한 관심에 의해 나타난 새로

운 정치적 상상의 증거이다.

국문열쇠말: 인구 감소, 인구주의, 맬서스주의, 가족 투표, 생명정치    

Keywords: depopulation, pronatalism, malthusianism, family vote, biopolitics

1) 이 논문은 『서양사 연구 43』(2010)에 개재되었음

2)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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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 3공화국을 전공하는 역사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저출산 논의에

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제 3 공화국 기간 전체를 통하여 저출산은 공공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인구 증가는 사회 정책

의 목표 중 하나였다. 보·불 전쟁의 패배 이후 파리 코뮌의 폭력, 불랑제 사건과 드

레퓌스 사건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의 불안, 사회주의의 대두 등의 다양한 요인들

은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알콜 중독과 결핵, 매춘의 만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문명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압도적인 공감을 얻은 것

은 인구 감소(dépopulation)의 담론이었다.

인구 감소, 더 정확하게는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는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일례로 많은 프랑스 역사가들은 인구 감소 현상 혹은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가 프랑스 제 3공화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

적한다.3) 실제로 1880년대부터 제 1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련의 사회

입법들은 거의 모두 인구 감소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사회 

입법과 인구 감소의 관계와 같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

니라 제 3공화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지형에서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차지한 위치와 

이끌어낸 변화를 기술하려 한다. 인구 감소의 문제가 제 3공화국의 역사 전체에서 

드물게 좌우의 정치적 동의(political consensus)를 이끌어낸 사회적 아젠다였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 담론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탐구는 거꾸로 제 3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인구 증가를 국가적 과제로 파악하는 인구주의(pronatalism; populationism)의 분

3) 가장 대표적으로 롤레-에샬리에(Catherine Rollet-Echalier)의 La Politique à l’égard de la 
petit enfance sous la IIIe République(Paris: PUF, 1990)와 노르(Philip Nord)의 "The 
Welfare State in France"(French Historical Studies 18(1994))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감

소 담론 자체에 대한 중요한 저작으로는 오펜(Karen Offen)의 "Depopulation, Nationalism, 
and Feminism in the Fin-de-siècle France"(American Historical Review 89(1984))이 여전히 

짧지만 압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파 중에서도 본고는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 연합(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이하 국민연합)>에 주목하고자 한다.4)

<국민 연합>은 베르띠옹(Jacques Bertillon)과 스트로스(Paul Strauss)>와 같은 대

표적인 인구주의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때 40,000명의 멤버를 자

랑하는 대중조직이었고 선거 지원과 정책 개발, 로비 등을 수행한 정치조직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 연합>에 대한 연구는 인구 감소 담론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이들이 대변하는 인구 감소 담론의 정치적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본고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2장은 프랑스 역사에서 인구라는 

문제가 다루어진 방식을 정치경제학의 지성사의 형식으로 살펴 본다. 3장은 <국민 

연합>의 역사적 개괄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4장은 <국민 연

합>이 촉발시킨 “가족 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구 감소 담론이 도달한 한 

정치적 지향점을 검토한다.

2. 인구 문제의 역사

프랑스에서 인구 문제를 최초로 심각하게 언급한 사람은 몽테스키외였다. 물론 이

전에도 중세 역사가 디오도르(Diodore de Sicile), 정치철학자 보뎅(Jean Bodin) 등

이 특히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정으로의 전환을 논하면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

루었다. 특히 보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고대의 눈으로 볼 때 숫자나 힘이나 

위대함에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불평한다.5) 하지만 이들의 인식이 인상비평적인 관

4) 엄밀한 의미에서 인구주의(populationism)와 출산 진흥주의(pronatalism)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인구 증가를 정치, 사회, 경제적 진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인식을 의미

하고 후자는 전자의 하위개념으로 다양한 출산 진흥 정책을 가부장적이며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추구하

는 태도를 지칭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출산 진흥주의가 인구주의의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 사정을 반영

하는 의미에서 인구주의를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5)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Paris, 1576, p. 765. 페로(Jean Claude Perrot)의 

Une Histoire Intellectuelle de l'Économie Poitique, XVIIe-XVIIIe siècle(Paris: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92, pp. 159-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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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 3공화국을 전공하는 역사가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저출산 논의에

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제 3 공화국 기간 전체를 통하여 저출산은 공공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인구 증가는 사회 정책

의 목표 중 하나였다. 보·불 전쟁의 패배 이후 파리 코뮌의 폭력, 불랑제 사건과 드

레퓌스 사건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의 불안, 사회주의의 대두 등의 다양한 요인들

은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알콜 중독과 결핵, 매춘의 만연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문명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압도적인 공감을 얻은 것

은 인구 감소(dépopulation)의 담론이었다.

인구 감소, 더 정확하게는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는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일례로 많은 프랑스 역사가들은 인구 감소 현상 혹은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가 프랑스 제 3공화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

적한다.3) 실제로 1880년대부터 제 1차 세계 대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련의 사회

입법들은 거의 모두 인구 감소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사회 

입법과 인구 감소의 관계와 같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

니라 제 3공화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지형에서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차지한 위치와 

이끌어낸 변화를 기술하려 한다. 인구 감소의 문제가 제 3공화국의 역사 전체에서 

드물게 좌우의 정치적 동의(political consensus)를 이끌어낸 사회적 아젠다였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 담론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탐구는 거꾸로 제 3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다.

인구 증가를 국가적 과제로 파악하는 인구주의(pronatalism; populationism)의 분

3) 가장 대표적으로 롤레-에샬리에(Catherine Rollet-Echalier)의 La Politique à l’égard de la 
petit enfance sous la IIIe République(Paris: PUF, 1990)와 노르(Philip Nord)의 "The 
Welfare State in France"(French Historical Studies 18(1994))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감

소 담론 자체에 대한 중요한 저작으로는 오펜(Karen Offen)의 "Depopulation, Nationalism, 
and Feminism in the Fin-de-siècle France"(American Historical Review 89(1984))이 여전히 

짧지만 압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파 중에서도 본고는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 연합(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이하 국민연합)>에 주목하고자 한다.4)

<국민 연합>은 베르띠옹(Jacques Bertillon)과 스트로스(Paul Strauss)>와 같은 대

표적인 인구주의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한때 40,000명의 멤버를 자

랑하는 대중조직이었고 선거 지원과 정책 개발, 로비 등을 수행한 정치조직이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 연합>에 대한 연구는 인구 감소 담론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이들이 대변하는 인구 감소 담론의 정치적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본고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2장은 프랑스 역사에서 인구라는 

문제가 다루어진 방식을 정치경제학의 지성사의 형식으로 살펴 본다. 3장은 <국민 

연합>의 역사적 개괄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4장은 <국민 연

합>이 촉발시킨 “가족 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인구 감소 담론이 도달한 한 

정치적 지향점을 검토한다.

2. 인구 문제의 역사

프랑스에서 인구 문제를 최초로 심각하게 언급한 사람은 몽테스키외였다. 물론 이

전에도 중세 역사가 디오도르(Diodore de Sicile), 정치철학자 보뎅(Jean Bodin) 등

이 특히 로마 공화국에서 로마 제정으로의 전환을 논하면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

루었다. 특히 보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고대의 눈으로 볼 때 숫자나 힘이나 

위대함에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불평한다.5) 하지만 이들의 인식이 인상비평적인 관

4) 엄밀한 의미에서 인구주의(populationism)와 출산 진흥주의(pronatalism)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인구 증가를 정치, 사회, 경제적 진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인식을 의미

하고 후자는 전자의 하위개념으로 다양한 출산 진흥 정책을 가부장적이며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추구하

는 태도를 지칭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출산 진흥주의가 인구주의의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 사정을 반영

하는 의미에서 인구주의를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5) Bodin,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Paris, 1576, p. 765. 페로(Jean Claude Perrot)의 

Une Histoire Intellectuelle de l'Économie Poitique, XVIIe-XVIIIe siècle(Paris: 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1992, pp. 159-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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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머무른 반면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Lettres Persanes』에서 인구를 

왕조와 종교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로 규정한다.6) 페로의 표현대로 몽테스키외의 주

장이 갖는 “유혹”은 이후 프랑스 정치 경제학의 전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7) 즉 인구, 특히 인구 증가가 정치와 사회, 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지표

가 된 것이다.   

인구 증가를 공공선으로 보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드 

트라시(Antoine-Louis-Claude Destutt de Tracy)와 세(Jean-Bapitiste Say)를 중심

으로 하는 이데올로그(Idéologues)들은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비슷한 시기 출간된 

맬서스의 『인구론』(1798)을 공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맬서스는 인구 증가를 추동

하는 요인을 단순한 식량(subsistence) 증산으로 오인했다. 이데올로그들은 다양한 

생산력의 증가와 복지의 개선으로 인구 증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8)

이데올로그들과는 이념적으로 다른 지점에 서 있었던 경제학자 시스몽디(Simone de 

Sismondi)도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인구가 국가 안보(sécurité nationale)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출생이 죽음보다 많은 것이 번영의 상징”이라고 보았다.9) 결국 구체제와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는 주류 자유주의 경제학과 다르게 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것

으로 보는 경제학적 입장을 정립했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이 유지하던 인구 증가에 호의적인 입장은 1848년을 기점으로 

6) Lettre Persanes, lettres 111-120. 몽테스키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1709-10년의 인구

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 뒤파키에(Jacques Dupâquier)에 의하면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률은 66% 증가하고 결혼률은 40%, 출생률은 15% 감소했다. Dupâquier, La Population 
Française aux XVII et XVIIIe Siècles, Paris: PUF, 1979, pp. 43-5.  

7) Perrot, Une Histoire Intellectuelle, p. 160
8)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트라시와 세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했다. 세는 맬서스주의 전체를 

공박한 반면 트라시는 세의 생산력에 대한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맬서스의 통찰을 어느 정

도 받아들였고 사회 전체 복지의 증진을 가장 큰 목적으로 보았다. 이 두 입장의 차이는 

결국 프랑스 인구주의의 전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Destutt de Tracy, Commentaire 
sur l'Esprit des Lois de Montesquieu, Geneva: Slatkine, 1819/1970(reprint), p. 384; Say,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ou simple exposition de la manière dont se forment, se 

distribuent et se consomment les richesses, 5. éd., Paris: Rapilly, 1826, p. 333; Cheryl 
Welch, Liberty and Utility: The French Idéologues and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p. 88-9.  

9) Simone de Sismondi,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Paris : Delaunay, 1819, p. 547

변화하기 시작한다. 프랑스의 인구성장률 감소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

을 논한 로도(Charles Raudot)의 저작이 촉발시킨 논쟁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

다.10) 로도가 내놓은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맬서스를 옹호하

기 시작했다. 이 맬서스주의로의 전환은 특별히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 방식이 바뀌

었다기보다는 맬서스주의가 내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맬서스주의는 빈곤을 개인적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의 문제로, 나아가 빈곤이 빈곤을 낳는 빈곤의 문화(culture de la 

pauvreté)의 이슈로 전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반대했다. 특히 혁명 기간의 노동권

(droit au travail) 주장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맬서스주의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11) 자유주의자 경제학자인 로시

(Pelligrino Rossi)는 1852년 『인구론』을 재출간하면서 맬서스를 다시 읽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맬서스의 적”들을 공박하고 있다.12) 불과 5년 후 또 다른 자유

주의 경제학자 가르니에(Joseph Garnier)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같은 출판사에서 다

시 번역 출간하면서 그 서문에서 “인구 증가는 앞선 세기에서 믿어졌듯이 또 지금

도 일반적으로 믿어지듯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misère)의 원인”이라

고 주장한다.13)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발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결정

적인 해결책은 맬서스주의에서 도출한 선견지명(prévoyance)이었다. 개인적인 책임

과 이성적인 판단, 성적인 절제를 적절히 배합한 이 개념은 이들에게 경제의 구조적

인 개혁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14) 비록 인구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맬서스주의로의 전환은 프랑스 정치경제학에서 

10) Raudot, Décadence de la France, Paris, 1850. 이 논쟁에는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인 쉐발리에(Michel Chevalier)와 드 라베르뉴(Leonce de Lavergne) 등이 참여했다. 
11) 비슷한 주장을 샤빗(Yves Charbit)의 Du Malthusianisme au populationnisme: Les 

économistes française et la population, 1840-1870(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1)에서 볼 수 있지만 샤빗은 이 전환을 지나치게 경제학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다. .

12) Rossi, "Introduction," Du Principle de Population, Paris: Guillaumin, 1852, p. xxxv. 
13) Garnier, "Préface," Du Principle de Population, Paris: Guillaumin, 1857, p. iv.
14) 이 주장의 의미 있는 예외는 뒤포(Armand Dufau)이다. Dufau, Essai sur la Misère 

Sociale, Paris: Renouard,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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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머무른 반면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Lettres Persanes』에서 인구를 

왕조와 종교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로 규정한다.6) 페로의 표현대로 몽테스키외의 주

장이 갖는 “유혹”은 이후 프랑스 정치 경제학의 전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7) 즉 인구, 특히 인구 증가가 정치와 사회, 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지표

가 된 것이다.   

인구 증가를 공공선으로 보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드 

트라시(Antoine-Louis-Claude Destutt de Tracy)와 세(Jean-Bapitiste Say)를 중심

으로 하는 이데올로그(Idéologues)들은 인구 문제를 다루면서 비슷한 시기 출간된 

맬서스의 『인구론』(1798)을 공박했다. 이들에 따르면 맬서스는 인구 증가를 추동

하는 요인을 단순한 식량(subsistence) 증산으로 오인했다. 이데올로그들은 다양한 

생산력의 증가와 복지의 개선으로 인구 증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8)

이데올로그들과는 이념적으로 다른 지점에 서 있었던 경제학자 시스몽디(Simone de 

Sismondi)도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인구가 국가 안보(sécurité nationale)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출생이 죽음보다 많은 것이 번영의 상징”이라고 보았다.9) 결국 구체제와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는 주류 자유주의 경제학과 다르게 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것

으로 보는 경제학적 입장을 정립했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이 유지하던 인구 증가에 호의적인 입장은 1848년을 기점으로 

6) Lettre Persanes, lettres 111-120. 몽테스키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1709-10년의 인구

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 뒤파키에(Jacques Dupâquier)에 의하면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률은 66% 증가하고 결혼률은 40%, 출생률은 15% 감소했다. Dupâquier, La Population 
Française aux XVII et XVIIIe Siècles, Paris: PUF, 1979, pp. 43-5.  

7) Perrot, Une Histoire Intellectuelle, p. 160
8)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트라시와 세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했다. 세는 맬서스주의 전체를 

공박한 반면 트라시는 세의 생산력에 대한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맬서스의 통찰을 어느 정

도 받아들였고 사회 전체 복지의 증진을 가장 큰 목적으로 보았다. 이 두 입장의 차이는 

결국 프랑스 인구주의의 전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Destutt de Tracy, Commentaire 
sur l'Esprit des Lois de Montesquieu, Geneva: Slatkine, 1819/1970(reprint), p. 384; Say,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ou simple exposition de la manière dont se forment, se 

distribuent et se consomment les richesses, 5. éd., Paris: Rapilly, 1826, p. 333; Cheryl 
Welch, Liberty and Utility: The French Idéologues and the Transformation of 
Liberalis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pp. 88-9.  

9) Simone de Sismondi, Nouveaux Principes d’économie politique, ou de la richesse dans ses 
rapports avec la population, Paris : Delaunay, 1819, p. 547

변화하기 시작한다. 프랑스의 인구성장률 감소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

을 논한 로도(Charles Raudot)의 저작이 촉발시킨 논쟁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

다.10) 로도가 내놓은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맬서스를 옹호하

기 시작했다. 이 맬서스주의로의 전환은 특별히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 방식이 바뀌

었다기보다는 맬서스주의가 내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맬서스주의는 빈곤을 개인적인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의 문제로, 나아가 빈곤이 빈곤을 낳는 빈곤의 문화(culture de la 

pauvreté)의 이슈로 전화하고 국가의 개입을 반대했다. 특히 혁명 기간의 노동권

(droit au travail) 주장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맬서스주의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11) 자유주의자 경제학자인 로시

(Pelligrino Rossi)는 1852년 『인구론』을 재출간하면서 맬서스를 다시 읽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맬서스의 적”들을 공박하고 있다.12) 불과 5년 후 또 다른 자유

주의 경제학자 가르니에(Joseph Garnier)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같은 출판사에서 다

시 번역 출간하면서 그 서문에서 “인구 증가는 앞선 세기에서 믿어졌듯이 또 지금

도 일반적으로 믿어지듯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misère)의 원인”이라

고 주장한다.13) 프랑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발견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결정

적인 해결책은 맬서스주의에서 도출한 선견지명(prévoyance)이었다. 개인적인 책임

과 이성적인 판단, 성적인 절제를 적절히 배합한 이 개념은 이들에게 경제의 구조적

인 개혁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14) 비록 인구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맬서스주의로의 전환은 프랑스 정치경제학에서 

10) Raudot, Décadence de la France, Paris, 1850. 이 논쟁에는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인 쉐발리에(Michel Chevalier)와 드 라베르뉴(Leonce de Lavergne) 등이 참여했다. 
11) 비슷한 주장을 샤빗(Yves Charbit)의 Du Malthusianisme au populationnisme: Les 

économistes française et la population, 1840-1870(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1)에서 볼 수 있지만 샤빗은 이 전환을 지나치게 경제학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다. .

12) Rossi, "Introduction," Du Principle de Population, Paris: Guillaumin, 1852, p. xxxv. 
13) Garnier, "Préface," Du Principle de Population, Paris: Guillaumin, 1857, p. iv.
14) 이 주장의 의미 있는 예외는 뒤포(Armand Dufau)이다. Dufau, Essai sur la Misère 

Sociale, Paris: Renouard, 1857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502

인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분명히 변화시켰다.    

맬서스주의의 헤게모니는 1870년의 보불전쟁을 계기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인구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

스의 패배가 단순한 군사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벌어지고 있

는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프랑스 사회의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를 느꼈다. 특히 인구감소(dépopulation)와 

인구의 질 저하 혹은 쇠망(dégénéréscence)에 관한 담론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반

영이라고 할 수 있었다.15) 즉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패배의 원인이 인구가 줄고 있

으며 그 질마저 쇠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프랑스 인구 통계는 

1890, 1892, 1895, 1900, 1907, 1911년에 순(純) 사망이 순 출생을 능가하는 우려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16) 특히 1870년부터 19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프랑스 인

구가 10%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독일은 58%, 영국은 43%, 러시아는 78%의 인구

증가를 달성하였다.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인구 감소를 다룬 단행본만 210여종이 출간된 사실만 

보더라도 인구주의의 열기를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관심을 끈 저작만 살펴 봐도 

브로샤(André-Thédore Brochard)의『프랑스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Des Causes 

de la Dépopulation en France et les Moyens d’y Remédier』(1873), 인구주의

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들 중 하나인 리쉐(Charles Richet)의 프랑스에서의 인구증

가(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르

로와-볼리외(Paul Leroy-Beaulieu)의『인구라는 문제La Question de la Populatio

n』(1912), 뒤몽(Arsène Dumont)의 『인구감소와 문명Dépopulation et 

15) 이에 관해서는 오경환의 「진보, 퇴보, 근대성: 프랑스 제 3공화국 퇴보 이론의 역사적 전

개」(『서양사 연구 42』(2010)) 참조. 
16) 물론 이 통계가 실제 프랑스 인구의 증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복잡한 이민·이주의 

통계를 고려하고 식민지의 프랑스 시민권자들의 인구 증감을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 감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프랑스 인구 증가의 속도가 19세기 중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둔화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André Armengaud, La Population 
Françai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Françaises, 1976, pp. 86-97; Gérad Noirriel, 
Popula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XIXe-XXe siècle, Paris: Hachett, 
1992, esp. pp. 137-140.  

Civilization』(1890), 인구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쟈끄 베르띠옹

(Jacques Bertillon)이 통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인구감소의 문제La Problèm de 

la Dépopulation』를 들 수 있다. 결국 이런 지식인 사회의 관심은 학술적 차원에

서 벗어나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1896년에 결성된 인구주의 운동조직인 

<프랑스 인구 증가를 위한 국민연합>과 1902년에 결성된 <유아 사망 반대 연맹

(Ligue contre la Mortalité>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에드메 피오(Édmé 

Piot)와 스트로스를 비롯한 친 인구주의 정치인들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구 감소의 담론이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미 인구 감소의 거시적

인 정치경제학적 결과에는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인구의 감소로 말미

암아 프랑스가 이류의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 다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

포와 노동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일으

킬 것이라는 경고는 모든 인구 감소 연구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원인

에 대한 해석은 다양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

면 그 원인은 크게 세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의사와 의료 관련 전

문가는 영·유아의 관리 부재와 이에 따른 영아 사망 증가를 인구 감소 추세의 원인

으로 보았다. 영아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 부족과 유아에 대한 관리 소홀, 당시 성행

하던 유모 제도, 효과적이지 못한 고아 관리 등이 모두 영·유아 사망률을 높이고 결

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17)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성향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사회질서(social fabric)의 해체를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로 해

석했다. 부권(puissance paternelle)의 약화, 상속제도의 모순, 산업화에 대한 핵가족

화 등의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었다.18) 사회 과학적 연구를 주도한 통계

17) 제 3공화국의 전반적인 어린이 관련 복지 정책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로 롤레-에
샬리에의 La Politique à l’égard de la petit enfance를 뛰어넘는 저술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아 정책에 관해서는 푹스(Rachel Fuchs)의 Abandoned Children: Foundlings and 
child welfar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가 유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스만(Georges Sussman)의 Selling Mother's Milk: The 
Wet-nursing Business in France, 1715-1914(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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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분명히 변화시켰다.    

맬서스주의의 헤게모니는 1870년의 보불전쟁을 계기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인구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

스의 패배가 단순한 군사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벌어지고 있

는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프랑스 사회의 근

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를 느꼈다. 특히 인구감소(dépopulation)와 

인구의 질 저하 혹은 쇠망(dégénéréscence)에 관한 담론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반

영이라고 할 수 있었다.15) 즉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패배의 원인이 인구가 줄고 있

으며 그 질마저 쇠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프랑스 인구 통계는 

1890, 1892, 1895, 1900, 1907, 1911년에 순(純) 사망이 순 출생을 능가하는 우려

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16) 특히 1870년부터 1914년까지의 기간 동안 프랑스 인

구가 10%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독일은 58%, 영국은 43%, 러시아는 78%의 인구

증가를 달성하였다.

1870년과 1914년 사이에 인구 감소를 다룬 단행본만 210여종이 출간된 사실만 

보더라도 인구주의의 열기를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관심을 끈 저작만 살펴 봐도 

브로샤(André-Thédore Brochard)의『프랑스 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Des Causes 

de la Dépopulation en France et les Moyens d’y Remédier』(1873), 인구주의

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들 중 하나인 리쉐(Charles Richet)의 프랑스에서의 인구증

가(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르

로와-볼리외(Paul Leroy-Beaulieu)의『인구라는 문제La Question de la Populatio

n』(1912), 뒤몽(Arsène Dumont)의 『인구감소와 문명Dépopulation et 

15) 이에 관해서는 오경환의 「진보, 퇴보, 근대성: 프랑스 제 3공화국 퇴보 이론의 역사적 전

개」(『서양사 연구 42』(2010)) 참조. 
16) 물론 이 통계가 실제 프랑스 인구의 증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복잡한 이민·이주의 

통계를 고려하고 식민지의 프랑스 시민권자들의 인구 증감을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 감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프랑스 인구 증가의 속도가 19세기 중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둔화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André Armengaud, La Population 
Françai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Françaises, 1976, pp. 86-97; Gérad Noirriel, 
Population, Immigration et Identité nationale en France, XIXe-XXe siècle, Paris: Hachett, 
1992, esp. pp. 137-140.  

Civilization』(1890), 인구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인 쟈끄 베르띠옹

(Jacques Bertillon)이 통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인구감소의 문제La Problèm de 

la Dépopulation』를 들 수 있다. 결국 이런 지식인 사회의 관심은 학술적 차원에

서 벗어나 사회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1896년에 결성된 인구주의 운동조직인 

<프랑스 인구 증가를 위한 국민연합>과 1902년에 결성된 <유아 사망 반대 연맹

(Ligue contre la Mortalité>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에드메 피오(Édmé 

Piot)와 스트로스를 비롯한 친 인구주의 정치인들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구 감소의 담론이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미 인구 감소의 거시적

인 정치경제학적 결과에는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인구의 감소로 말미

암아 프랑스가 이류의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 다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

포와 노동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의 저하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일으

킬 것이라는 경고는 모든 인구 감소 연구서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원인

에 대한 해석은 다양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

면 그 원인은 크게 세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의사와 의료 관련 전

문가는 영·유아의 관리 부재와 이에 따른 영아 사망 증가를 인구 감소 추세의 원인

으로 보았다. 영아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 부족과 유아에 대한 관리 소홀, 당시 성행

하던 유모 제도, 효과적이지 못한 고아 관리 등이 모두 영·유아 사망률을 높이고 결

국 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17)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성향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사회질서(social fabric)의 해체를 인구 감소의 주된 이유로 해

석했다. 부권(puissance paternelle)의 약화, 상속제도의 모순, 산업화에 대한 핵가족

화 등의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었다.18) 사회 과학적 연구를 주도한 통계

17) 제 3공화국의 전반적인 어린이 관련 복지 정책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로 롤레-에
샬리에의 La Politique à l’égard de la petit enfance를 뛰어넘는 저술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아 정책에 관해서는 푹스(Rachel Fuchs)의 Abandoned Children: Foundlings and 
child welfar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가 유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스만(Georges Sussman)의 Selling Mother's Milk: The 
Wet-nursing Business in France, 1715-1914(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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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상향 사회 유동성(upward social mobility)에 대한 욕구를 

인구 감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19)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원인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산업화 사회와 그 영향력이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유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아이와 가족 대신 직업을 택한 혹은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사망률의 증가와 인구 감소로 

나타난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나 사회적 유동성, 혹

은 그에 대한 환상의 증가는 산업화와 떼어 생각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 공통

점은 물론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정치경제학적인 문제, 혹은 맬서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가 당면한 모든, 즉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적인 문제들의 징후이며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가 결국 직면한 문제는 산업화가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절대적인 수치의 변

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의 실질적이면서도 상

징적인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인구 문제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푸

꼬가 생명 정치(bio-politics)라고 명명한 권력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인구주

의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발달 또 그에 따르는 새로운 통제방식의 필요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

18) 부권에 대한 제 3공화국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세이퍼(Sylvia Schafer)의 Children in 
Moral Danger and the Problem of Government in Third Republic Fra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을 산업화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캄포

(Elinor Accampo)의 Industrialization, Family Life and Class Relations, Saint Chamond, 
1815-1914(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참조.

19)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저작은 뒤몽의 것이다. 센 지구의 선구적인 통계학자이자 자크 베르

띠옹의 아버지인 루이-아돌프 베르띠옹(Louis-Adolph Bertillon)의 제자인 뒤몽은 인구 감

소의 원인에 대한 통계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모세관 현상(capilarité 
sociale)을 개념화했다. 사회적 모사(emulation) 욕구와 개인주의의 결합인 이 개념은 이 

시기 인구 감소에 대한 이론 중 가장 정치한 분석의 결과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학적 

통찰을 담고 있었다. 뒤몽이 1902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인구 자체에 대

한 면밀한 사회학적 반성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Dumont, Dépopulation et Civilization: 
Étude démographique, Paris: Economica, 1890/1990(reprint), esp, pp. 260-71.   

20) 푸꼬에 따르면 근대 산업화 사회의 권력의 성격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학적 

푸코의 이런 논의는 인구 감소가 문제화(problematize)되는 방식에 관해서는 많

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하지만 필자가 다루려는 프랑스 제 3공화정 전반기의 인구 

감소 담론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동기를 가진 특정한 역사적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푸코의 구조적인 논의를 단순히 확인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려는 데 있다. 더구

나 푸코의 논의는 인구주의의 기본적인 추동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구주의 

내부의 다양한 성향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인구주의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

는 인구주의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재구축할 수밖에 없다.

3.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는 1896년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선전 조직”을 표방하며 등장하였다.21) 파리의 마르소(Marceau)가에 본

부를 마련한 <국민연합>은 베르띠옹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쉐, 쉐송(Émile 

Cheysson), 자발(Louis Émile Javal), 오노라(André Honnorat)를 위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conseil de direction)를 구성하였다. 졸라(Émile Zola)는 『피가로

Figaro』에 <국민 연합>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

을 기고했다.22) 사실 <국민 연합>의 탄생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몽펠

정치(anatomo-politics of the human body)와 인구의 생명 정치 (bio-politics of 
population)를 두 축으로 삼는 생명 권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생명 권력으로의 지배의 

전환은, 푸꼬에 따르면,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였다. [자본주의는] 
잘 통제된 인간의 몸을 생산의 기제에 투입하지 않고는, 또 인구 전체를 경제적 공정에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New York: Random House, 1990, pp. 136-9, 140-1.

21) 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이하 ANAPF 혹은 국

민 연합), Programme et Status, Paris: Schiller, 1896, p. 3.  
22) 같은책, p. 12. 졸라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읋 보였다. 그의 4대 복음(les 

Quatre Evangiles) 소설 시리즈 중 하나인 『다산Fécondité』은 노골적이며 기괴하기까지 

한 출산에 대한 예찬이다. 이 소설에 관해서는 베이글리(David Baguley)의 Fécondité 
d'Émile Zola: Roman à Thèse, Évangile, Mythe(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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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상향 사회 유동성(upward social mobility)에 대한 욕구를 

인구 감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19)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원인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산업화 사회와 그 영향력이었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유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결국 아이와 가족 대신 직업을 택한 혹은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사망률의 증가와 인구 감소로 

나타난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나 사회적 유동성, 혹

은 그에 대한 환상의 증가는 산업화와 떼어 생각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 공통

점은 물론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정치경제학적인 문제, 혹은 맬서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가 당면한 모든, 즉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적인 문제들의 징후이며 근원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가 결국 직면한 문제는 산업화가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인구의 절대적인 수치의 변

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의 실질적이면서도 상

징적인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인구 문제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푸

꼬가 생명 정치(bio-politics)라고 명명한 권력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인구주

의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발달 또 그에 따르는 새로운 통제방식의 필요성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20)

18) 부권에 대한 제 3공화국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세이퍼(Sylvia Schafer)의 Children in 
Moral Danger and the Problem of Government in Third Republic Fra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을 산업화 사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캄포

(Elinor Accampo)의 Industrialization, Family Life and Class Relations, Saint Chamond, 
1815-1914(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참조.

19)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저작은 뒤몽의 것이다. 센 지구의 선구적인 통계학자이자 자크 베르

띠옹의 아버지인 루이-아돌프 베르띠옹(Louis-Adolph Bertillon)의 제자인 뒤몽은 인구 감

소의 원인에 대한 통계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모세관 현상(capilarité 
sociale)을 개념화했다. 사회적 모사(emulation) 욕구와 개인주의의 결합인 이 개념은 이 

시기 인구 감소에 대한 이론 중 가장 정치한 분석의 결과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학적 

통찰을 담고 있었다. 뒤몽이 1902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인구 자체에 대

한 면밀한 사회학적 반성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Dumont, Dépopulation et Civilization: 
Étude démographique, Paris: Economica, 1890/1990(reprint), esp, pp. 260-71.   

20) 푸꼬에 따르면 근대 산업화 사회의 권력의 성격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학적 

푸코의 이런 논의는 인구 감소가 문제화(problematize)되는 방식에 관해서는 많

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하지만 필자가 다루려는 프랑스 제 3공화정 전반기의 인구 

감소 담론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특정한 동기를 가진 특정한 역사적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푸코의 구조적인 논의를 단순히 확인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려는 데 있다. 더구

나 푸코의 논의는 인구주의의 기본적인 추동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구주의 

내부의 다양한 성향과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인구주의 운동의 역사적인 의미

는 인구주의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재구축할 수밖에 없다.

3.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국민연합>는 1896년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선전 조직”을 표방하며 등장하였다.21) 파리의 마르소(Marceau)가에 본

부를 마련한 <국민연합>은 베르띠옹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쉐, 쉐송(Émile 

Cheysson), 자발(Louis Émile Javal), 오노라(André Honnorat)를 위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conseil de direction)를 구성하였다. 졸라(Émile Zola)는 『피가로

Figaro』에 <국민 연합>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

을 기고했다.22) 사실 <국민 연합>의 탄생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미 몽펠

정치(anatomo-politics of the human body)와 인구의 생명 정치 (bio-politics of 
population)를 두 축으로 삼는 생명 권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생명 권력으로의 지배의 

전환은, 푸꼬에 따르면,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였다. [자본주의는] 
잘 통제된 인간의 몸을 생산의 기제에 투입하지 않고는, 또 인구 전체를 경제적 공정에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New York: Random House, 1990, pp. 136-9, 140-1.

21) 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이하 ANAPF 혹은 국

민 연합), Programme et Status, Paris: Schiller, 1896, p. 3.  
22) 같은책, p. 12. 졸라는 인구 감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읋 보였다. 그의 4대 복음(les 

Quatre Evangiles) 소설 시리즈 중 하나인 『다산Fécondité』은 노골적이며 기괴하기까지 

한 출산에 대한 예찬이다. 이 소설에 관해서는 베이글리(David Baguley)의 Fécondité 
d'Émile Zola: Roman à Thèse, Évangile, Mythe(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3) 
참조.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506

리에(Montpellier)에서는 <몽펠리에 가족La Famille Montpellière>이라는 인구주의 

단체가 188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앵드르(Indre)의 <다산가족 연합Union des 

Familles Nombreuses>, 외르(Eure)의 <가족 연합Union des familles>등의 인구주

의 조직 등이 자발적으로 창설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 상공업자들, 특히 지역 

철도회사들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인구 증가 진흥 활동을 벌였다. <국민 연합>은 

이들의 전국 연합 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23) <국민 연합>은 곧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정책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급진 공화주의 정치인인 

스트로스(Paul Strauss), 어린이 및 여성 문제의 대표적인 입법가인 루셀(Théophile 

Roussel), 프랑스 사회복지 최고 자문 기관인 <사회 복지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ssistance Publique>의 서기장인 모노(Henri Monod) 등이 모두 

<국민 연합>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보수적인 성

향의 피오(Edmé Piot)나 중도 성향의 베르나르(Tristan Bernard) 등도 동참했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토론을 금한다”는 제일 강령처럼, <국민 연합>은 초정치적, 초

당파적인 “사회” 운동 조직을 표방한다.24)

<국민 연합>은 이들의 프로그램에서 “프랑스는 3류 국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출생의 부족”에 기인하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

는 것이 일종의 세금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국민 연합>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들은 그 구성원들처럼 복잡한 정치

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인구 감소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세 가

지의 정치적 입장을 밝혀낼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자들은 맬서스적인 입장을 취하

면서 인구 감소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인구 감소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귀요(Yves Guyot)를 중심

23)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도 영국의 <유아 사망 대책 전국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Mortality>(1906), 미국의 <전국 유아 사망 방지 및 어린이 복지 촉진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Infant Mortality and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Children>(1912)이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고 독일과 러시아에도 비슷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24) ANAPF, Programme et Status, p. 16.
25) 같은책, pp. 5, 7-8.

으로 하는 이들은 특히 인구 감소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개입하는 데에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26) 또한 대부분의 관료들 역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동조하

였는데 이는 이념적 이유라기보다는 재정적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급진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에 전면적으로 찬

성했다.27) 이들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구 감소에 대한 공적인 토론에서 급진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이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28) 하지만 

이들은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에서는 큰 의견 차이를 나

타내었다. 급진 공화주의자들은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원인을 영·유아의 지나친 사

망률에서 찾았다. 이들은 인구 감소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의 부재뿐 아

니라 경제적인 여건의 부족 등의 좀 더 일반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이런 입장은 급진 공화주의자이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의 수립과 

강베타가 주장했던 “사회적 공화국(La République Sociale)"이라는 목표에서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스트로스는 인구 감소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나

열한 뒤 더 근원적인 요건으로 “의무 교육, 빈곤의 퇴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복지의 증진, 정의와 연대의 갱신”을 들고 있다.29) 따라서 이들의 인구주의는 자

유주의와 변별되는 지점에서 분배적 정의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26) 귀요의 La population et les subsistances(Paris: Masson, 1906) 이 시기에 나온 거의 유일

한 맬서스에 대한 예찬이다.
27) “보수적 인구주의자(conservative natalists)”라는 규정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급진적 

공화주의자들이 현실 정치의 장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그룹이었던 반면 “보수적 인

구주의자”들은 현실적 정치의 스펙트럼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베

르띠옹의 예를 들면 부권의 회복과 전통적인 가족의 복원을 주장하는 그가 사회적 보수주

의자(social conservative)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열정적인 공화주

의자, 특히 친-드레퓌스주의자(Dreyfusard)였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며 범죄학자인 알퐁스

(Alphonse)가 드레퓌스 재판에서 행한 잘못된 필적감정이 드레퓌스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

자 동생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수적”이라는 형용사는 일반적인 정

치성향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의 전통적 

인식을 지칭한다. 
28) 가장 대표적인 포럼으로는 베르나르의 주도로 1902년 성립된 <인구감소에 대한 원외 대

책위원회Commission Extra-Parlia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를 들 수 있다.   
29) Paul Strauss, La Croisade Sanitaire, Paris: Charpentier, 1902,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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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Montpellier)에서는 <몽펠리에 가족La Famille Montpellière>이라는 인구주의 

단체가 188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앵드르(Indre)의 <다산가족 연합Union des 

Familles Nombreuses>, 외르(Eure)의 <가족 연합Union des familles>등의 인구주

의 조직 등이 자발적으로 창설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 상공업자들, 특히 지역 

철도회사들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인구 증가 진흥 활동을 벌였다. <국민 연합>은 

이들의 전국 연합 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23) <국민 연합>은 곧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정책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급진 공화주의 정치인인 

스트로스(Paul Strauss), 어린이 및 여성 문제의 대표적인 입법가인 루셀(Théophile 

Roussel), 프랑스 사회복지 최고 자문 기관인 <사회 복지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ssistance Publique>의 서기장인 모노(Henri Monod) 등이 모두 

<국민 연합>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보수적인 성

향의 피오(Edmé Piot)나 중도 성향의 베르나르(Tristan Bernard) 등도 동참했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토론을 금한다”는 제일 강령처럼, <국민 연합>은 초정치적, 초

당파적인 “사회” 운동 조직을 표방한다.24)

<국민 연합>은 이들의 프로그램에서 “프랑스는 3류 국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출생의 부족”에 기인하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

는 것이 일종의 세금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5) <국민 연합>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들은 그 구성원들처럼 복잡한 정치

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인구 감소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세 가

지의 정치적 입장을 밝혀낼 수 있다. 먼저 자유주의자들은 맬서스적인 입장을 취하

면서 인구 감소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인구 감소

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귀요(Yves Guyot)를 중심

23)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도 영국의 <유아 사망 대책 전국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Mortality>(1906), 미국의 <전국 유아 사망 방지 및 어린이 복지 촉진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Infant Mortality and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Children>(1912)이 비슷한 시기에 생겨났고 독일과 러시아에도 비슷한 조직이 

구성되었다. 
24) ANAPF, Programme et Status, p. 16.
25) 같은책, pp. 5, 7-8.

으로 하는 이들은 특히 인구 감소의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개입하는 데에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26) 또한 대부분의 관료들 역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동조하

였는데 이는 이념적 이유라기보다는 재정적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급진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에 전면적으로 찬

성했다.27) 이들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구 감소에 대한 공적인 토론에서 급진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이 어느 정도의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28) 하지만 

이들은 인구 감소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에서는 큰 의견 차이를 나

타내었다. 급진 공화주의자들은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원인을 영·유아의 지나친 사

망률에서 찾았다. 이들은 인구 감소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의 부재뿐 아

니라 경제적인 여건의 부족 등의 좀 더 일반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이런 입장은 급진 공화주의자이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의 수립과 

강베타가 주장했던 “사회적 공화국(La République Sociale)"이라는 목표에서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스트로스는 인구 감소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나

열한 뒤 더 근원적인 요건으로 “의무 교육, 빈곤의 퇴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복지의 증진, 정의와 연대의 갱신”을 들고 있다.29) 따라서 이들의 인구주의는 자

유주의와 변별되는 지점에서 분배적 정의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26) 귀요의 La population et les subsistances(Paris: Masson, 1906) 이 시기에 나온 거의 유일

한 맬서스에 대한 예찬이다.
27) “보수적 인구주의자(conservative natalists)”라는 규정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급진적 

공화주의자들이 현실 정치의 장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그룹이었던 반면 “보수적 인

구주의자”들은 현실적 정치의 스펙트럼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베

르띠옹의 예를 들면 부권의 회복과 전통적인 가족의 복원을 주장하는 그가 사회적 보수주

의자(social conservative)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열정적인 공화주

의자, 특히 친-드레퓌스주의자(Dreyfusard)였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며 범죄학자인 알퐁스

(Alphonse)가 드레퓌스 재판에서 행한 잘못된 필적감정이 드레퓌스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

자 동생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수적”이라는 형용사는 일반적인 정

치성향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의 전통적 

인식을 지칭한다. 
28) 가장 대표적인 포럼으로는 베르나르의 주도로 1902년 성립된 <인구감소에 대한 원외 대

책위원회Commission Extra-Parlia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를 들 수 있다.   
29) Paul Strauss, La Croisade Sanitaire, Paris: Charpentier, 1902,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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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반해 인구 증가 자체를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보수적인 입장의 인구주의자

들은 출생률(natality)과 다산률(fecundity)의 부족에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다산 가족(famille nombreuse)에 대한 우대와 다양한 출산률 증진 정

책을 내어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사법적 차원에서의 상속법 개정, 정책

적 차원에서 다산가족에 대한 지원(allocation)·감세와 독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형사적 차원에서 신-맬서스주의자들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상속법 개정

은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의 인구 감소의 근본원인이 재산의 균분이라는 주장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즉 재산(estate)을 유지하려는 부르조아 가족들이 재산의 분할을 피하

기 위하여 자녀의 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자상속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수적 인구주의자

들의 정책은 개인 보다는 가족을, 영·유아 보다는 부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의 <국민 연합>은 급진적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 나아가서는 

일군의 자유주의자들, 특히 쉐송을 포함한 사회 박물관(Musée Sociale) 계열의 사

회 개혁가들을 아우르는 초당파적 연합 조직을 표방했다.30) 물론 이런 초당파성의 

표방이 <국민 연합>이 실제로 초당파적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스펙트

럼을 초월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초기부터 베르띠옹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인 보수파의 주도권은 확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국민 연합>은 인

구 감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받아 들였고 따라서 이들의 초기 

프로그램은 대단히 절충적이며 백화점식의 정책 나열로 가득 차 있었다.

1899년부터 조직의 공식적인 저널인 <국민 연합 회보Bulletine de l'Alliance 

Nationale de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가 출간과 더불어 <국

민 연합>의 이념적·정책적 성향이 명확해 진다. 급진적 공화주의자 그룹과 <국민 연

30) 사회 박물관(Musée sociale) 계열의 개혁가들에 대해서는 혼(Janet Horne)의 A Social 
Laboratory for Modern France: The Musée Social &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합>의 분리는 1902년의 <유아 사망 반대 연합>의 결성과 더불어 확실해 졌다.31)

비록 베르띠옹과 리쉐도 참여했지만 <반대 연합>을 이끈 것은 발덱-루소(Pierre 

Waldeck-Rousseau), 스트로스, 뷔댕(Pierre Budin) 등의 급진 공화주의자들이었으

며 두 조직은 많은 공통의 멤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비난했

다. 인구 감소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다루게 된 최초의 시도인 <인구감소에 대한 

원외 대책위원회Commission Extra-Parlia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에서도 

이들의 갈등은 명백했다. 1902년의 첫 회의에서 당시 내각 수반이었던 발덱-루소는 

“어떻게 출산률을 늘리거나 그 둔화를 완화시킬수 있을까?”라고 냉소적으로 질문하

며 영·유아 사망률 완화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32) 이는 명백히 <국민 연합>이 추

구하는 출산 진흥 정책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다. 결국 <대책위원회>는 <출산 소위

원회>와 <사망 소위원회>로 나뉘었고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주도한 <사망 소위원

회>가 충분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190 6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데 비해 

<국민 연합>이 주도한 <출생 위원회>는 끝없는 자금지원 요구 속에서 좌초했다.33)

1903년에 이르러서는 <국민 연합>의 초당파적 슬로건은 더욱 퇴색했다. 1월에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쉐송은 <국민 연합>의 입장을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 연

합>을 탈퇴하였다. 쉐송에 따르면 

강요된 선견지명(prévoyance)는 진정한 의미의 선견지명이 아니다. 누구

31) 이미 1901년 경에도 스트로스의 『인구 감소와 육아법Dépopulation et Puériculture』에 대

한 서평에서 베르띠옹으로 추정되는 저자는 “150,000명의 영·유아를 어떻게든 구해낸다 하

더라도(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여전히 300,000명의 다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 감

소를 제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적고 있다. “Revue," Bulletine de l'Alliance 
Nationale de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9(1901, 이하 Bulletine), p. 207.

32) Commisssion de la Dépopulation, Séance du 29 Janvier 1902(Melun: Imprimé 
Administrative M 1764 S)

33) <국민 연합>의 정치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오는 1906년 6월 당시 내무부 장관이

었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에게 하원이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클레망소는 자신의 “<대책위원회>에 대한 관

심은 전혀 변함이 없으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난감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시점에

서 <사망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출판된 것으로 보아 이 예산 요구는 <출생률 위원

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Bulletine 31(1906), pp.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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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이었다.   

이에 반해 인구 증가 자체를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보수적인 입장의 인구주의자

들은 출생률(natality)과 다산률(fecundity)의 부족에 인구 감소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다산 가족(famille nombreuse)에 대한 우대와 다양한 출산률 증진 정

책을 내어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사법적 차원에서의 상속법 개정, 정책

적 차원에서 다산가족에 대한 지원(allocation)·감세와 독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형사적 차원에서 신-맬서스주의자들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이 중 상속법 개정

은 보수적 인구주의자들의 인구 감소의 근본원인이 재산의 균분이라는 주장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즉 재산(estate)을 유지하려는 부르조아 가족들이 재산의 분할을 피하

기 위하여 자녀의 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자상속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수적 인구주의자

들의 정책은 개인 보다는 가족을, 영·유아 보다는 부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의 <국민 연합>은 급진적 공화주의자들과 보수적 인구주의자들, 나아가서는 

일군의 자유주의자들, 특히 쉐송을 포함한 사회 박물관(Musée Sociale) 계열의 사

회 개혁가들을 아우르는 초당파적 연합 조직을 표방했다.30) 물론 이런 초당파성의 

표방이 <국민 연합>이 실제로 초당파적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스펙트

럼을 초월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초기부터 베르띠옹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인 보수파의 주도권은 확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초기 <국민 연합>은 인

구 감소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받아 들였고 따라서 이들의 초기 

프로그램은 대단히 절충적이며 백화점식의 정책 나열로 가득 차 있었다.

1899년부터 조직의 공식적인 저널인 <국민 연합 회보Bulletine de l'Alliance 

Nationale de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가 출간과 더불어 <국

민 연합>의 이념적·정책적 성향이 명확해 진다. 급진적 공화주의자 그룹과 <국민 연

30) 사회 박물관(Musée sociale) 계열의 개혁가들에 대해서는 혼(Janet Horne)의 A Social 
Laboratory for Modern France: The Musée Social &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합>의 분리는 1902년의 <유아 사망 반대 연합>의 결성과 더불어 확실해 졌다.31)

비록 베르띠옹과 리쉐도 참여했지만 <반대 연합>을 이끈 것은 발덱-루소(Pierre 

Waldeck-Rousseau), 스트로스, 뷔댕(Pierre Budin) 등의 급진 공화주의자들이었으

며 두 조직은 많은 공통의 멤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비난했

다. 인구 감소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다루게 된 최초의 시도인 <인구감소에 대한 

원외 대책위원회Commission Extra-Parlia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에서도 

이들의 갈등은 명백했다. 1902년의 첫 회의에서 당시 내각 수반이었던 발덱-루소는 

“어떻게 출산률을 늘리거나 그 둔화를 완화시킬수 있을까?”라고 냉소적으로 질문하

며 영·유아 사망률 완화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32) 이는 명백히 <국민 연합>이 추

구하는 출산 진흥 정책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다. 결국 <대책위원회>는 <출산 소위

원회>와 <사망 소위원회>로 나뉘었고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주도한 <사망 소위원

회>가 충분한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190 6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데 비해 

<국민 연합>이 주도한 <출생 위원회>는 끝없는 자금지원 요구 속에서 좌초했다.33)

1903년에 이르러서는 <국민 연합>의 초당파적 슬로건은 더욱 퇴색했다. 1월에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쉐송은 <국민 연합>의 입장을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국민 연

합>을 탈퇴하였다. 쉐송에 따르면 

강요된 선견지명(prévoyance)는 진정한 의미의 선견지명이 아니다. 누구

31) 이미 1901년 경에도 스트로스의 『인구 감소와 육아법Dépopulation et Puériculture』에 대

한 서평에서 베르띠옹으로 추정되는 저자는 “150,000명의 영·유아를 어떻게든 구해낸다 하

더라도(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여전히 300,000명의 다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 감

소를 제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적고 있다. “Revue," Bulletine de l'Alliance 
Nationale de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9(1901, 이하 Bulletine), p. 207.

32) Commisssion de la Dépopulation, Séance du 29 Janvier 1902(Melun: Imprimé 
Administrative M 1764 S)

33) <국민 연합>의 정치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오는 1906년 6월 당시 내무부 장관이

었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에게 하원이 <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클레망소는 자신의 “<대책위원회>에 대한 관

심은 전혀 변함이 없으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난감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이 시점에

서 <사망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출판된 것으로 보아 이 예산 요구는 <출생률 위원

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Bulletine 31(1906), pp.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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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견지명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어떤 종류든 강제는...관료제를 강화

하는 기제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자유가 의무보다, 투자가 분배보다, 조합

이 국가의 원조보다, 영국과 벨기에의 시스템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34)

쉐송을 비롯한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가들은 <국민 연합>의 정책적 기조가 자유주

의적 정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다산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독신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는 성적인 절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선견지명과 개인적 책임이라

는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쉐송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연합>과 인식을 같이했지만 보수적 인구주의

자들이 주도하는 <국민 연합>이 인구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

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을 취한다고 본 것이다.     

급진 공화주의자들의 분리와 자유주의자들의 탈퇴는 <국민 연합>의 정치적 성격

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국민 연합>은 명확하게 “다산 가족”을 지원하고 독신자들

을 처벌하는 정책들을 내어 놓았다. 1911년 <국민 연합>의 지원 속에 발의된 “인

구 감소 대책법(loi contre la dépopulation 혹은 loi Lannelongue)의 1 조는 “29

세에 이른 독신자에게는 보충역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2조 에서는 “25세 

이상의 독신자”를 모든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5) 물론 “대책법”은 의

회에서 심각한 토론에 붙여지지 않고 무산되었지만 이 법안은 <국민 연합>의 방향

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 연합>의 “보수적 인구주의”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1912년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를 통해 더욱 확실해 진다. 먼저 1912년의 변화는 총선과 맞물려 있었다.

<국민 연합>은 선거 이전부터 후보들에게 인구주의 정책에 대한 공약을 요구했고 

34) “Travaux du Conseil de direction," Bulletine 17(1903), p. 450.
35) "Proposition de loi tendant à combattre la dépopulation par des mesures propres à 

reléver la natalité," Annales du Sénat: Documents Parlementaires, no.311(1911) 비슷한 법안

으로는 피오가 주도한 “Proposition de loi tendant à combattre la dépopulation en 

France, Annales du Sénat: Documents Parlementaires, no.346(1912)가 있다.

결국 이 공약을 수용한 29명의 상원의원이 당선되었다.36) 물론 이들의 공약 수용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사회 압력 단체로서의 <국민 연합>

의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같은 해 새로운 <인구 

감소 대책 위원회Commission extra-parle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가 구

성되기에 이른다. <국민 연합>의 멤버이기도 한 재무부 장관 클로츠(Louis-Lucien 

Klotz)가 주도한 <대책 위원회>는 1차 세계 대전으로 활동을 중지하기 전까지 인구 

감소의 생물학적, 도덕적, 경제적/재정적/정치적 원인을 연구하는 소위를 구성하였

다.37)당시 대통령 푸앵카레(Raymond Poincaré)가 1913년 4월 29일 <국민 연합>

본부를 방문할 정도에 이른 <국민 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1913년에 입법된 <다

산 가족 보조법Loi de 14 juillet 1913>의 정책적 성공을 이루어 냈다.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 부여되는 보조금은 비록 명목적인 보조에 그쳤지만 이 

법은 인구 감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였으며 10년 넘게 이러한 정책

을 추구해온 <국민 연합>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했다.38)   

이러한 성공과 맞물려 <국민 연합>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1913년 6월 230명에 불과했던 <국민 연합>의 회원은 불과 1년 후인 1914년 5월 

2,491 명까지 무려 10배로 늘어났다.39) 이러한 증가는 <국민 연합>의 인기나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국민 연합> 자체가 전문가 중심의 

정책 포럼에서 정치적인 목표와 영향력을 가진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

36) “Election de 1912," Bulletine 54(1912), p. 301; “Manifest pour election," Bulletine 66(1914), 
p. 440.

37) 특히 <경제적/재정적/정치적 원인(causes d'ordre économique, fiscal, et politique) 소위>
는 <국민 연합>이 내세운 보수적인 견해를 채택하고 <국민 연합>의 “다산가족”을 위한 정

책들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315명의 위원 중 20명만이 <국민 연합> 회원이었

으며 <국민 연합>은 위원 중에 브리외(Eugène Brieux)와 프랑스(Anatole France)와 같은 

신-맬서스주의자들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Bulletine 57(1913), p. 26.     
38)  또한 페더슨(Susan Pedersen)이 지적하듯이 이 법은 간전기와 비시 시기의 가족주의적 

사회 입법의 가장 중요한 선례로 작용했다. Pedersen, Family, Dependence, and the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73-5

39)  이 숫자는 간전기에 이르러서는 40,000명에 이르게 된다. Bulletine 62(1914) 또한 이런 

회원수의 증가는 재정 확충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국민 연합> 준회원은 연간 3프랑, 일

반 회원은 10프랑, 종신 회원은 100프랑, 기관 회원은 500프랑의 회비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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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견지명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어떤 종류든 강제는...관료제를 강화

하는 기제로 발전할 수 있다. 나는 자유가 의무보다, 투자가 분배보다, 조합

이 국가의 원조보다, 영국과 벨기에의 시스템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34)

쉐송을 비롯한 자유주의 성향의 개혁가들은 <국민 연합>의 정책적 기조가 자유주

의적 정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다산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독신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는 성적인 절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선견지명과 개인적 책임이라

는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쉐송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연합>과 인식을 같이했지만 보수적 인구주의

자들이 주도하는 <국민 연합>이 인구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

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을 취한다고 본 것이다.     

급진 공화주의자들의 분리와 자유주의자들의 탈퇴는 <국민 연합>의 정치적 성격

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국민 연합>은 명확하게 “다산 가족”을 지원하고 독신자들

을 처벌하는 정책들을 내어 놓았다. 1911년 <국민 연합>의 지원 속에 발의된 “인

구 감소 대책법(loi contre la dépopulation 혹은 loi Lannelongue)의 1 조는 “29

세에 이른 독신자에게는 보충역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2조 에서는 “25세 

이상의 독신자”를 모든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5) 물론 “대책법”은 의

회에서 심각한 토론에 붙여지지 않고 무산되었지만 이 법안은 <국민 연합>의 방향

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 연합>의 “보수적 인구주의”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은 1912년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를 통해 더욱 확실해 진다. 먼저 1912년의 변화는 총선과 맞물려 있었다.

<국민 연합>은 선거 이전부터 후보들에게 인구주의 정책에 대한 공약을 요구했고 

34) “Travaux du Conseil de direction," Bulletine 17(1903), p. 450.
35) "Proposition de loi tendant à combattre la dépopulation par des mesures propres à 

reléver la natalité," Annales du Sénat: Documents Parlementaires, no.311(1911) 비슷한 법안

으로는 피오가 주도한 “Proposition de loi tendant à combattre la dépopulation en 

France, Annales du Sénat: Documents Parlementaires, no.346(1912)가 있다.

결국 이 공약을 수용한 29명의 상원의원이 당선되었다.36) 물론 이들의 공약 수용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사회 압력 단체로서의 <국민 연합>

의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같은 해 새로운 <인구 

감소 대책 위원회Commission extra-parlementaire contre la dépopulation>가 구

성되기에 이른다. <국민 연합>의 멤버이기도 한 재무부 장관 클로츠(Louis-Lucien 

Klotz)가 주도한 <대책 위원회>는 1차 세계 대전으로 활동을 중지하기 전까지 인구 

감소의 생물학적, 도덕적, 경제적/재정적/정치적 원인을 연구하는 소위를 구성하였

다.37)당시 대통령 푸앵카레(Raymond Poincaré)가 1913년 4월 29일 <국민 연합>

본부를 방문할 정도에 이른 <국민 연합>의 정치적 영향력은 1913년에 입법된 <다

산 가족 보조법Loi de 14 juillet 1913>의 정책적 성공을 이루어 냈다. 4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 부여되는 보조금은 비록 명목적인 보조에 그쳤지만 이 

법은 인구 감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였으며 10년 넘게 이러한 정책

을 추구해온 <국민 연합>의 정치적 승리를 의미했다.38)   

이러한 성공과 맞물려 <국민 연합>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1913년 6월 230명에 불과했던 <국민 연합>의 회원은 불과 1년 후인 1914년 5월 

2,491 명까지 무려 10배로 늘어났다.39) 이러한 증가는 <국민 연합>의 인기나 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국민 연합> 자체가 전문가 중심의 

정책 포럼에서 정치적인 목표와 영향력을 가진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

36) “Election de 1912," Bulletine 54(1912), p. 301; “Manifest pour election," Bulletine 66(1914), 
p. 440.

37) 특히 <경제적/재정적/정치적 원인(causes d'ordre économique, fiscal, et politique) 소위>
는 <국민 연합>이 내세운 보수적인 견해를 채택하고 <국민 연합>의 “다산가족”을 위한 정

책들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315명의 위원 중 20명만이 <국민 연합> 회원이었

으며 <국민 연합>은 위원 중에 브리외(Eugène Brieux)와 프랑스(Anatole France)와 같은 

신-맬서스주의자들이 포함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Bulletine 57(1913), p. 26.     
38)  또한 페더슨(Susan Pedersen)이 지적하듯이 이 법은 간전기와 비시 시기의 가족주의적 

사회 입법의 가장 중요한 선례로 작용했다. Pedersen, Family, Dependence, and the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73-5

39)  이 숫자는 간전기에 이르러서는 40,000명에 이르게 된다. Bulletine 62(1914) 또한 이런 

회원수의 증가는 재정 확충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국민 연합> 준회원은 연간 3프랑, 일

반 회원은 10프랑, 종신 회원은 100프랑, 기관 회원은 500프랑의 회비를 지불했다.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512

미한다. 1912년 이후 <국민 연합>을 주도하게 되는 26세의 보수적 민족주의자 저

널리스트 보베라(Fernand Boverat)가 집행위원회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러한 대중

적 전환의 증거로 볼 수 있다.40) 보베라의 가세는 <국민 연합>이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 인구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3년에 출간된 저서『애국심과 부성Patriotisme et 

Paternité』에서 보베라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국민적 의무로 확정짓는다.

개인이 스스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개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가 속한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는 사회의 기생충이 되

지 않고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권리만 받고 아무 의무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공

식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유한자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

소의 조건은 지속적인 갱신이다. 따라서 개인의 원초적인 의무는 이 갱신에 

최소한 이상의 숫자의 아이로 기여하는 것이다.41)  

이전의 보수적 인구주의가 엄연히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정책 차원의 

개혁을 꾀한 것이었다. 보베라가 주도한 인구주의는 인구 증가 자체를 절대화함에 

따라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간전기

의 <국민 연합>의 궤적은 이런 발전의 한 모습일 것이다.42) 

40) “Travaux du Conseil de direction," Bulletine 56(1912), p. 469.
41) Fernand Boverat, Patriotisme et Paternité, Paris: Gasset, 1913, p.162.
42)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 연합>은 그 명칭을 바꾸고 인구주의 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특히 이들은 비시 시기 낙태 반대운동으로 큰 영향력을 획득하지만 보베라는 전쟁의 발발

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국민 연합>을 이끈 것은 오리(Paul Haury)였다. 오리는 비

시 정부 교육부의 고위관료로 부역하며 ‘어머니의 날’을 창설하고 낙태 금지법인 300 법

(1941)의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 연합>은 전시의 협력 전력으로 인해 1944년 

해체된다. 보베라는 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국민 연합>을 이끈 것은 

오리(Paul Haury)였다. 오리는 비시 정부 교육부의 고위관료로 부역하며 ‘어머니의 날’을 

창설하고 낙태 금지법인 300 법(1941)의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비시 시기 <국민 

<국민 연합>의 정치적 성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시기 인구 감

소 담론의 광범위한 공감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대고 있었다는 데서 이들의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국민 연합>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인구 감소의 아젠다

를 선점하고 이를 자극적인 정치 언어로 표현해 냄으로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

다. 나아가 이들의 정책이 근원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었다는 

점과 당시 태동하고 있던 보수적 지역주의(régionalisme)로 대표되는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경향, <국민 연합>이 지향하는 전통적 부권 사회에 대한 향수도 아울러 이

들의 성공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이 반쪽짜리였음 역시 지

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입법 활동 중 성공적인 것은 <다산 가족 보조법> 정도였

으며 인구 감소의 문제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은 제 3공화국 전반기의 성공적인 사

회 입법은 급진 공화주의자들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인

구 감소 담론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적 공감대를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치적인 

자본으로 전환시킨 반면 <국민 연합>은 대중적인 성공을 정치적인 자본으로 바꾸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국민 연합>의 반쪽짜리 성공과 실패는 

<국민 연합>의 정치적 특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4. 인구 증가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가족 투표

보수적 인구주의의 정치적 진화를 짐작할 수 있는 한 단서는 1910년경부터 <국

민 연합>이 추구한 가족 투표(vote famillial)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10년 8월 

베르띠옹은 자신의 인구주의 아젠다를 위해 『에코 드 파리Echo de Paris』에 “한 

가족의 아버지가 대표 선거자가 되어야 한다(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했다. 베르띠옹은 현재의 의

연합>에 대해서는 쿠(Cheryl Koo)의 “'On les aura!': The gendered politics of abortion 
and the Alliance nationale contre la déepopulation, 1938-1944”(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7(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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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1912년 이후 <국민 연합>을 주도하게 되는 26세의 보수적 민족주의자 저

널리스트 보베라(Fernand Boverat)가 집행위원회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러한 대중

적 전환의 증거로 볼 수 있다.40) 보베라의 가세는 <국민 연합>이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 인구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13년에 출간된 저서『애국심과 부성Patriotisme et 

Paternité』에서 보베라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국민적 의무로 확정짓는다.

개인이 스스로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개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가 속한 사회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는 사회의 기생충이 되

지 않고서는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권리만 받고 아무 의무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공

식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유한자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

소의 조건은 지속적인 갱신이다. 따라서 개인의 원초적인 의무는 이 갱신에 

최소한 이상의 숫자의 아이로 기여하는 것이다.41)  

이전의 보수적 인구주의가 엄연히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정책 차원의 

개혁을 꾀한 것이었다. 보베라가 주도한 인구주의는 인구 증가 자체를 절대화함에 

따라 자유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간전기

의 <국민 연합>의 궤적은 이런 발전의 한 모습일 것이다.42) 

40) “Travaux du Conseil de direction," Bulletine 56(1912), p. 469.
41) Fernand Boverat, Patriotisme et Paternité, Paris: Gasset, 1913, p.162.
42)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 연합>은 그 명칭을 바꾸고 인구주의 운동을 계속 전개한다. 

특히 이들은 비시 시기 낙태 반대운동으로 큰 영향력을 획득하지만 보베라는 전쟁의 발발

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국민 연합>을 이끈 것은 오리(Paul Haury)였다. 오리는 비

시 정부 교육부의 고위관료로 부역하며 ‘어머니의 날’을 창설하고 낙태 금지법인 300 법

(1941)의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 연합>은 전시의 협력 전력으로 인해 1944년 

해체된다. 보베라는 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국민 연합>을 이끈 것은 

오리(Paul Haury)였다. 오리는 비시 정부 교육부의 고위관료로 부역하며 ‘어머니의 날’을 

창설하고 낙태 금지법인 300 법(1941)의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비시 시기 <국민 

<국민 연합>의 정치적 성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시기 인구 감

소 담론의 광범위한 공감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대고 있었다는 데서 이들의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국민 연합>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인구 감소의 아젠다

를 선점하고 이를 자극적인 정치 언어로 표현해 냄으로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

다. 나아가 이들의 정책이 근원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었다는 

점과 당시 태동하고 있던 보수적 지역주의(régionalisme)로 대표되는 프랑스 사회의 

우경화 경향, <국민 연합>이 지향하는 전통적 부권 사회에 대한 향수도 아울러 이

들의 성공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이 반쪽짜리였음 역시 지

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입법 활동 중 성공적인 것은 <다산 가족 보조법> 정도였

으며 인구 감소의 문제를 중요한 모티브로 삼은 제 3공화국 전반기의 성공적인 사

회 입법은 급진 공화주의자들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급진 공화주의자들이 인

구 감소 담론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적 공감대를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치적인 

자본으로 전환시킨 반면 <국민 연합>은 대중적인 성공을 정치적인 자본으로 바꾸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결국 <국민 연합>의 반쪽짜리 성공과 실패는 

<국민 연합>의 정치적 특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4. 인구 증가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가족 투표

보수적 인구주의의 정치적 진화를 짐작할 수 있는 한 단서는 1910년경부터 <국

민 연합>이 추구한 가족 투표(vote famillial)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1910년 8월 

베르띠옹은 자신의 인구주의 아젠다를 위해 『에코 드 파리Echo de Paris』에 “한 

가족의 아버지가 대표 선거자가 되어야 한다(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했다. 베르띠옹은 현재의 의

연합>에 대해서는 쿠(Cheryl Koo)의 “'On les aura!': The gendered politics of abortion 
and the Alliance nationale contre la déepopulation, 1938-1944”(Modern and Contemporary 
France 7(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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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도가 “유권자인 노인들의” 권익은 보호하지만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권익은 전

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성의 권리신장이 가져올 

부작용, “여성 주도의 정치(gynéocratie)"에는 비판적이었다.43) 정치체제가 적절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과

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가족의 아버지의 이익이 국가 자체의 이익이나 미래의 이익

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이 다수의 투표권을 가지는 가족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44)

가족 투표 운동은 먼저 20세기 초반 비례대표제(répresentation proportionnelle) 

개혁 운동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며 푸리에(Charles 

Fourrier)의 제자인 콩시데랑(Victor Considérant)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 대

표제는 특히 두 번째 브리앙(Aristide Briand) 내각 기간(1909. 7-1911. 2) 동안 중

요한 정치적 이슈였다. 브리앙은 프랑스 정치가 투표제도 때문에 정체 상태에 있다

고 보고 투표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활성화를 꾀했다. 대부분의 급진 공화주의자들

과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이 개혁에 반대한 반면 교권주의우파 세력이나 노동자 인터

내셔널(SFIO)처럼 명확한 당파성을 가진 세력들은 이 개혁에 찬성했다. 프랑스 정

치 지형에 비례대표주의자(érpeistes)와 구역주의자(arrondissementaires)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이 개혁은 결국 1911년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의 부결로 마무리되

었다.

비록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 개혁운동은 많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

었다.45) 물론 비례대표제 운동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주체를 상정하는 자유주

43) Bertillon, "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 Bulletine 48(1910), 
pp. 90-1.

44) 같은책, pp. 92-3.
45) 후기 실증주의 정치사상가인 라피트(Jean-Paul Laffite)는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를 민주주

의 제도운영의 핵심적인 모순과 연관시켜 사유한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조직하는 것이며 거기에 단순하며 기계적인 평등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

민 사회는 이런 평등에 기반하여 조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의 영역은 그럴 수 없

다.” Jean-Paul Laffite, Le Paradoxe de l'égalité et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Deux 
Essais de politique positive, Paris: Hachette, 1910, p. xxxv.

의적 정치체제가 많은 경우 실질적인 대표성을 발현하기 힘들어 진다는 문제를 여전

히 자유주의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운동 자체

가 자유주의 정치 기획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비례대

표제 운동이 제기한 문제의식, 즉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대표할 것인

가의 문제마저도 자유주의적 정치의 틀 안에서 용해된 것은 아니었다. 뒤기(Léon 

Duguit)와 오리우(Maurice Hauriou) 같은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結社)주의

(associationist) 국가관이나 소렐(Georges Sorel)의 혁명적 생디칼리즘

(revolutionary syndicalism)이 자유주의의 왼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이라

면 악시옹 프랑세즈(Action Française)와 가족 투표를 주장하는 보수적 인구주의는 

자유주의의 오른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투표” 문제 역시 대표성의 위기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출발한다. 간

전기 대표 작가 중 하나인 반 더 미어쉬(Maxence Van der Meersch)의 미발표 원

고의 제목, “비례대표제 좋지, 가족 투표는 더 좋지(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c'est bien, le vote familial, c'est mieux)”은 비례대표제와 가족 

투표 간의 관계를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다.46) “가족 투표”의 주창자들은 공통적으

로 가족이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라는 사회학적 명제에서 출발한다. 베르띠옹은 “개

인이 아니라 가족이야말로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주장하고 1911년 처음 “가족 투

표”를 하원에 법안으로 상정하는 르미르 신부(Abbé Lemire) 역시 같은 주장을 하

고 있다.47) “가족 투표”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르롤(Jean Lerolle) 역시 “사회는 가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 역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48) 즉 “가족 투표” 운동가들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전체로서 투

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46) BNF Archives de Maxence Van der Meersch, VDM_ART1_D42
47) Bertillon, "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 p. 91; Annales de 

la Chambre des Députés, 1911. 7. 7; Abbé Lemire, La Politique Aujourd'hui, Lyon: 
Universelle, 1898, p. 11. 대표적 사회적 카톨릭(social Catholic)인 르미르 신부는 노르 지역

에서만 여섯 번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다. 
48) Lerolle, Le Vote Familial: Étude présentés à la séance du 1er avril 1924, Paris: Spes,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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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제도가 “유권자인 노인들의” 권익은 보호하지만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권익은 전

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성의 권리신장이 가져올 

부작용, “여성 주도의 정치(gynéocratie)"에는 비판적이었다.43) 정치체제가 적절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 과

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가족의 아버지의 이익이 국가 자체의 이익이나 미래의 이익

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이 다수의 투표권을 가지는 가족 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44)

가족 투표 운동은 먼저 20세기 초반 비례대표제(répresentation proportionnelle) 

개혁 운동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며 푸리에(Charles 

Fourrier)의 제자인 콩시데랑(Victor Considérant)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 비례 대

표제는 특히 두 번째 브리앙(Aristide Briand) 내각 기간(1909. 7-1911. 2) 동안 중

요한 정치적 이슈였다. 브리앙은 프랑스 정치가 투표제도 때문에 정체 상태에 있다

고 보고 투표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활성화를 꾀했다. 대부분의 급진 공화주의자들

과 중도 보수주의자들은 이 개혁에 반대한 반면 교권주의우파 세력이나 노동자 인터

내셔널(SFIO)처럼 명확한 당파성을 가진 세력들은 이 개혁에 찬성했다. 프랑스 정

치 지형에 비례대표주의자(érpeistes)와 구역주의자(arrondissementaires)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이 개혁은 결국 1911년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의 부결로 마무리되

었다.

비록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비례대표 개혁운동은 많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

었다.45) 물론 비례대표제 운동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주체를 상정하는 자유주

43) Bertillon, "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 Bulletine 48(1910), 
pp. 90-1.

44) 같은책, pp. 92-3.
45) 후기 실증주의 정치사상가인 라피트(Jean-Paul Laffite)는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를 민주주

의 제도운영의 핵심적인 모순과 연관시켜 사유한다. “오늘날 [정치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조직하는 것이며 거기에 단순하며 기계적인 평등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

민 사회는 이런 평등에 기반하여 조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의 영역은 그럴 수 없

다.” Jean-Paul Laffite, Le Paradoxe de l'égalité et 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Deux 
Essais de politique positive, Paris: Hachette, 1910, p. xxxv.

의적 정치체제가 많은 경우 실질적인 대표성을 발현하기 힘들어 진다는 문제를 여전

히 자유주의 정치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운동 자체

가 자유주의 정치 기획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비례대

표제 운동이 제기한 문제의식, 즉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대표할 것인

가의 문제마저도 자유주의적 정치의 틀 안에서 용해된 것은 아니었다. 뒤기(Léon 

Duguit)와 오리우(Maurice Hauriou) 같은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결사(結社)주의

(associationist) 국가관이나 소렐(Georges Sorel)의 혁명적 생디칼리즘

(revolutionary syndicalism)이 자유주의의 왼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이라

면 악시옹 프랑세즈(Action Française)와 가족 투표를 주장하는 보수적 인구주의는 

자유주의의 오른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투표” 문제 역시 대표성의 위기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출발한다. 간

전기 대표 작가 중 하나인 반 더 미어쉬(Maxence Van der Meersch)의 미발표 원

고의 제목, “비례대표제 좋지, 가족 투표는 더 좋지(La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c'est bien, le vote familial, c'est mieux)”은 비례대표제와 가족 

투표 간의 관계를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다.46) “가족 투표”의 주창자들은 공통적으

로 가족이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라는 사회학적 명제에서 출발한다. 베르띠옹은 “개

인이 아니라 가족이야말로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주장하고 1911년 처음 “가족 투

표”를 하원에 법안으로 상정하는 르미르 신부(Abbé Lemire) 역시 같은 주장을 하

고 있다.47) “가족 투표”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르롤(Jean Lerolle) 역시 “사회는 가

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 역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48) 즉 “가족 투표” 운동가들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전체로서 투

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46) BNF Archives de Maxence Van der Meersch, VDM_ART1_D42
47) Bertillon, "Il faut que le père de famille devienne le grand électeur," p. 91; Annales de 

la Chambre des Députés, 1911. 7. 7; Abbé Lemire, La Politique Aujourd'hui, Lyon: 
Universelle, 1898, p. 11. 대표적 사회적 카톨릭(social Catholic)인 르미르 신부는 노르 지역

에서만 여섯 번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다. 
48) Lerolle, Le Vote Familial: Étude présentés à la séance du 1er avril 1924, Paris: Spes,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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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주체의 특성이 사법(私法) 상의 개인과 공법(公法) 상의 개인이 구분

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반면 “가족 투표” 운동은 이 두 범주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즉 민사상의 권리(droits civils)와 공적이며 정치적인 권리로서의 투표권을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권리가 “천부의 것이라면 투표권은 천부적일 수 없으며 

공적인 이익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49) 법학자 카르팡티에(Louis Carpentier)는 “루

소와 칸트가 범한 기초적인 실수는 법을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으

로 보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법 개념 때문에 “사회 계약”이라는 잘못된 개

념이 창출되었고 “개인이 사회를 위해 태어났으며, 사회는 그 구성원과 독립되어 있

는, 살아있는 개체(vivant corps)"라는 것을 잊게 되었다.50)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개인적인 삶(vie privé)과 연관된 사법상의 권리와 사회적 삶(vie 

social)과 관련된 공법상의 권리들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투표권은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삶(vie national)의 한 기능이다. 

국가는 개인보다  외부의 또한 상위의 주권이며 국가가 시민들에 주권의 행

사를 위임하는 것이다. 투표권은 천부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들이 모두의 이

익을 위한 정치나 행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주는 단순한 권리이다.51)

투표권을 국가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세 명의 아이 이상을 키

우지 않는 가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들은 국

49)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뒤기의 긍정적 권리(droits postifs)와 부정적 권리(droits 
negatifs)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기에게 이런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는 국가 자체의 인격성을 해체하고 “사회적 연대성(solidarité sociale)”으
로 국가를 대체하려는 데에서 나왔다. 따라서 르롤이나 카르팡티에의 주장은 뒤기의 주장

을 거꾸로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Léon Duguit, L’État: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f, 
Paris: Thorin, 1901; Kyunghwan Oh, "Republican Duties: Depopulation, the social 
question and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in France, 1870-1914," University of Chicago 
phD dissertation, 2007.

50) Carpentier, L'Organisation de la Famille et le Vote Famille, Paris: M. Giard et È. Brière, 
1913, pp. 23, 25.

51) 같은책, pp. 36-7. 

가의 삶에 참여할 권리를 덜 향유할 수밖에 없다.52)       

“가족 투표”라는 제도 자체를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

할 수 있다.53) 또한 비례대표 운동에서부터 출발한 선거제도 개혁운동 전체가 자유

주의 정치제도 안에서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제 3공화정 전반기의 맥락에서 보수적 인구주의자

들은 “가족 투표”에 대해 교조적이며 맹목적인 접근을 통해 “부계가족(pater 

familia)"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선재성과 우월성을 강조

했다. 이들의 가족 투표는 부권이 부재하는 가족, 여성의 정치적 참여, 아버지의 가

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고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가 아

니라 이의 감소와 환원에 가까웠다.

나아가 인구 감소의 문제가 결국 인구 자체를 문제화한 국가의 틀 안에서 작동한

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들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틀에 대해 근원

적인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아마도 18세기의 조베르 신부(Abbé 

Pierre Jaubert)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한 저자는 “인구라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지만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히틀러의 글을 인용하여 집단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54) 인

구 증가 자체를 절대화한 보수적 인구주의의 정치적 상상력은 더 이상 제 3공화국

의 정치적 틀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2) 같은책, pp. 203. 모든 인구 감소 관련 논의에서 출발점은 세 명 이상의 아이이다. 두 명

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의 사회적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3) 1923년 출간되고 사회주의자 브르통(Jules-Louis Breton)이 서문을 쓴 앙피에르(André 

Enfière)의 가족 투표에 대한 연구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Enfière, Le Vote Familial, 
la Réforme Électorale, Paris: M. Giard et È. Brière, 1923, p. 42. 2010년에도 호주의 자유주

의 정당과 노동당은 가족 투표를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 “Mother of 
all battles raging as parties vie for family vot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0. 8. 5.  
 

54) Pierre Jaubert, Dépopulation et Interventionisme: Essai sur le problème démographique 
contemporain, Montpellier: La Presse, 1935, pp. 211, 213. 조베르 신부는 18세기 인구 감소

에 대한 선도적인 저자이다. Abbé Pierre Jaubert, Des Causes de la Dépopulation et des 
Moyens d'y Remédier, Paris: Dessain Junior,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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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주체의 특성이 사법(私法) 상의 개인과 공법(公法) 상의 개인이 구분

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반면 “가족 투표” 운동은 이 두 범주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즉 민사상의 권리(droits civils)와 공적이며 정치적인 권리로서의 투표권을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권리가 “천부의 것이라면 투표권은 천부적일 수 없으며 

공적인 이익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49) 법학자 카르팡티에(Louis Carpentier)는 “루

소와 칸트가 범한 기초적인 실수는 법을 개인의 절대적인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으

로 보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잘못된 법 개념 때문에 “사회 계약”이라는 잘못된 개

념이 창출되었고 “개인이 사회를 위해 태어났으며, 사회는 그 구성원과 독립되어 있

는, 살아있는 개체(vivant corps)"라는 것을 잊게 되었다.50) 개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었으며 개인적인 삶(vie privé)과 연관된 사법상의 권리와 사회적 삶(vie 

social)과 관련된 공법상의 권리들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투표권은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삶(vie national)의 한 기능이다. 

국가는 개인보다  외부의 또한 상위의 주권이며 국가가 시민들에 주권의 행

사를 위임하는 것이다. 투표권은 천부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들이 모두의 이

익을 위한 정치나 행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허락해주는 단순한 권리이다.51)

투표권을 국가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세 명의 아이 이상을 키

우지 않는 가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들은 국

49)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뒤기의 긍정적 권리(droits postifs)와 부정적 권리(droits 
negatifs)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기에게 이런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는 국가 자체의 인격성을 해체하고 “사회적 연대성(solidarité sociale)”으
로 국가를 대체하려는 데에서 나왔다. 따라서 르롤이나 카르팡티에의 주장은 뒤기의 주장

을 거꾸로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Léon Duguit, L’État: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f, 
Paris: Thorin, 1901; Kyunghwan Oh, "Republican Duties: Depopulation, the social 
question and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in France, 1870-1914," University of Chicago 
phD dissertation, 2007.

50) Carpentier, L'Organisation de la Famille et le Vote Famille, Paris: M. Giard et È. Brière, 
1913, pp. 23, 25.

51) 같은책, pp. 36-7. 

가의 삶에 참여할 권리를 덜 향유할 수밖에 없다.52)       

“가족 투표”라는 제도 자체를 특별히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

할 수 있다.53) 또한 비례대표 운동에서부터 출발한 선거제도 개혁운동 전체가 자유

주의 정치제도 안에서 대표성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제 3공화정 전반기의 맥락에서 보수적 인구주의자

들은 “가족 투표”에 대해 교조적이며 맹목적인 접근을 통해 “부계가족(pater 

familia)"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선재성과 우월성을 강조

했다. 이들의 가족 투표는 부권이 부재하는 가족, 여성의 정치적 참여, 아버지의 가

족 전체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고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가 아

니라 이의 감소와 환원에 가까웠다.

나아가 인구 감소의 문제가 결국 인구 자체를 문제화한 국가의 틀 안에서 작동한

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들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틀에 대해 근원

적인 불신을 품고 있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아마도 18세기의 조베르 신부(Abbé 

Pierre Jaubert)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한 저자는 “인구라는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지만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히틀러의 글을 인용하여 집단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54) 인

구 증가 자체를 절대화한 보수적 인구주의의 정치적 상상력은 더 이상 제 3공화국

의 정치적 틀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52) 같은책, pp. 203. 모든 인구 감소 관련 논의에서 출발점은 세 명 이상의 아이이다. 두 명

의 아이는 단순히 부모의 사회적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3) 1923년 출간되고 사회주의자 브르통(Jules-Louis Breton)이 서문을 쓴 앙피에르(André 

Enfière)의 가족 투표에 대한 연구 역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Enfière, Le Vote Familial, 
la Réforme Électorale, Paris: M. Giard et È. Brière, 1923, p. 42. 2010년에도 호주의 자유주

의 정당과 노동당은 가족 투표를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 “Mother of 
all battles raging as parties vie for family vote,”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0. 8. 5.  
 

54) Pierre Jaubert, Dépopulation et Interventionisme: Essai sur le problème démographique 
contemporain, Montpellier: La Presse, 1935, pp. 211, 213. 조베르 신부는 18세기 인구 감소

에 대한 선도적인 저자이다. Abbé Pierre Jaubert, Des Causes de la Dépopulation et des 
Moyens d'y Remédier, Paris: Dessain Junior,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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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노드(Philip Nord)는 제 3공화국을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무능한 정체로 보는 전통

적인 견해를 공박하면서 이 시기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적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새로 등장하는 지식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보여준 활력에 주목하면서 이를 민주주의 실

천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55) 물론 노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라탱 구역(Latin 

Quarter)의 다양한 급진 공화주의 클럽과 시민 사회 단체에 주목한 것이다. 노드의 

공화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56) 하지만 노드의 

기술은 분명 결과론적이다. 공화국은 결과적으로 유지된 것이지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국민 연합>은 분명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동의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시민사회에 

기초한 조직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상상력은 따라서 제 3공화국의 당연한 논리적 귀

결은 아니었을지언정 노드가 상상한 지속가능한 공화국과는 다른, 하지만 충분히 가

능했던 하나의 정치적 가능성을 암시하주고 있다.

이들의 근원적 보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문제화될 수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결국 인간을 “인간 자본(human capital)"으

로 보려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성

취가 인간을 추상적이고 단독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었다면, <국민 연합>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이유를 집단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영속성과 결부시키면서 부권이 

지배하는 가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삼았다.57) 물론 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최소

55) Nord, Republican Moment: Struggles for Democracy in Nineteenth-Century Fr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10-14.

56) 전반적으로 공화주의 정치체제에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르미르 신부 역시 공화국 

자체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고 있다. “공화국은 배고 자유는 길이며 사회 개혁은 항구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신부님은 공화주의자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것이다.”  Lemire, La politique d’aujourd’hui, pp. 6-7.
57) 물론 자유주의 전체, 혹은 서양의 근대성 전체는 이런 추상적,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대비되는 경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있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근대의 

아포리아(aporia)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Foucault, Order of Things, New York: 

한 제 3공화정 전반기의 정치적 주류에 편입되지는 않았다. 또한 복지 정책을 제외

한 대부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 법안이 의회에서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연합>이 

암시하는 길은 특수한 길(sonderweg)만은 아니었으며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이들

이 인간을 사유하는 방식이 지금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사적

이다.     

Pantheon, pp. 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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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노드(Philip Nord)는 제 3공화국을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무능한 정체로 보는 전통

적인 견해를 공박하면서 이 시기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적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새로 등장하는 지식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보여준 활력에 주목하면서 이를 민주주의 실

천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55) 물론 노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라탱 구역(Latin 

Quarter)의 다양한 급진 공화주의 클럽과 시민 사회 단체에 주목한 것이다. 노드의 

공화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56) 하지만 노드의 

기술은 분명 결과론적이다. 공화국은 결과적으로 유지된 것이지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국민 연합>은 분명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동의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시민사회에 

기초한 조직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상상력은 따라서 제 3공화국의 당연한 논리적 귀

결은 아니었을지언정 노드가 상상한 지속가능한 공화국과는 다른, 하지만 충분히 가

능했던 하나의 정치적 가능성을 암시하주고 있다.

이들의 근원적 보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문제화될 수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이 결국 인간을 “인간 자본(human capital)"으

로 보려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요한 성

취가 인간을 추상적이고 단독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었다면, <국민 연합>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이유를 집단과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영속성과 결부시키면서 부권이 

지배하는 가족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삼았다.57) 물론 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최소

55) Nord, Republican Moment: Struggles for Democracy in Nineteenth-Century Fra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p. 10-14.

56) 전반적으로 공화주의 정치체제에 비판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르미르 신부 역시 공화국 

자체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고 있다. “공화국은 배고 자유는 길이며 사회 개혁은 항구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신부님은 공화주의자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것이다.”  Lemire, La politique d’aujourd’hui, pp. 6-7.
57) 물론 자유주의 전체, 혹은 서양의 근대성 전체는 이런 추상적, 정치적 주체로서의 개인과 

대비되는 경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있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근대의 

아포리아(aporia)라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Foucault, Order of Things, New York: 

한 제 3공화정 전반기의 정치적 주류에 편입되지는 않았다. 또한 복지 정책을 제외

한 대부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 법안이 의회에서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연합>이 

암시하는 길은 특수한 길(sonderweg)만은 아니었으며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이들

이 인간을 사유하는 방식이 지금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사적

이다.     

Pantheon, pp. 318-323.





외
국

의
 저

출
산

 대
응

 정
책

 동
향

521

“독일�가족정책의�쟁점과�변화”

이진숙 l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저

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

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

정책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정

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정책은 인구변

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

당들은 다양한 가족이슈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

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

은 가족이슈의 변화에 따라 1인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

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

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

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부양자

모델에서 2인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 가족정책의 쟁점과 변화1)

이진숙2)

1) 이 글은 이진숙(2004),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제27권, p. 95-123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된 것이다.
2)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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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저

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

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

정책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정

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정책은 인구변

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

당들은 다양한 가족이슈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

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

은 가족이슈의 변화에 따라 1인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

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

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

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부양자

모델에서 2인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 가족정책의 쟁점과 변화1)

이진숙2)

1) 이 글은 이진숙(2004), “독일 가족복지정책의 쟁점변화 분석”, 『한국인구학』, 제27권, p. 95-123의 내

용을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된 것이다.
2)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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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근대의 가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

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생활단위들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근

대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었고,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 장려와 노동력의 재생산 영역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가

족정책3)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변

화에 대한 대응체계로써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가족은 국

가의 경계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출

산과 양육문제, 빈곤과 실업, 노부모 부양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당면해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기존의 가족주의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이념을 탈피하여 출

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확산이라는 가족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이끄는 주요변인인 여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해

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경향을 보면 남유럽 국가들은 주로 제도가족의 

유지를 정책의 목표로 추구해온 데에 비해,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

의 평등실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아 왔다(Lewis, 1992; Daly, 1994; 

Gauthier, 1996, 1999; Esping-Andersen, 1999; Sainsbury, 1999; Orloff, 2001). 

이러한 상반된 정책의 경향 속에서 가족문제를 정책문제로 논의하고 아젠다(agend

a)4)화할 때의 초점들 역시 국가들마다 시대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3)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

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의 의미로써 포괄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이란 용어가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집행되는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의 복지를 추구할 것을 정책목적으로 선

택’(Harding, 1996 - 테레사 쿨라빅 외, 2000: 210에서 재인용)한 국가의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4) 아젠다는 원래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토의되는 의제 또는 안건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의회와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정치가들에 의해 정책적 해결을 목표로 

고려하기로 한 문제로 포괄적으로 이해된다(남궁근, 1994: 39; 송근원/김태성, 2001: 62; 이진숙, 2003).

독일5)은 가족정책이 형성된 초기에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모델(1인부양자모델)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다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서서히 

북유럽의 성평등적 정책지향성(2인부양자모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a).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시

작된 가족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정치적 이슈로 수용하여 재생산, 보육, 간병

수발, 부모의 가족생활과 취업 병행문제 등과 같은 주요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10년간에 걸쳐 통일을 전

후로 하여 극심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족정책이 근대적 보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의 정책발전사

례는 전형적인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부양자모델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연속적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며,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가족이슈를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가족쟁점과 가족정책의 변화경향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식은 가족문제의 속성과 사회구성원들의 욕구 그

리고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헤를트와 카우프만

(Herlth/Kaufmann, 1982: 14-18)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동기를 인

구정책적 동기, 사회정책적 동기, 가족제도적(familieninstitutionell) 동기, 성평등적

5)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독일은 구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체제하에서는 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만을 의미하고, 1990년에 양독이 통합된 이후로는 동서지역을 아우르는 

전체독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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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근대의 가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

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생활단위들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근

대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었고,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 장려와 노동력의 재생산 영역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가

족정책3)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확산으로 인해 가족변

화에 대한 대응체계로써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가족은 국

가의 경계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출

산과 양육문제, 빈곤과 실업, 노부모 부양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당면해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기존의 가족주의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이념을 탈피하여 출

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상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확산이라는 가족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를 이끄는 주요변인인 여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해

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유럽 각국의 대응경향을 보면 남유럽 국가들은 주로 제도가족의 

유지를 정책의 목표로 추구해온 데에 비해,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

의 평등실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아 왔다(Lewis, 1992; Daly, 1994; 

Gauthier, 1996, 1999; Esping-Andersen, 1999; Sainsbury, 1999; Orloff, 2001). 

이러한 상반된 정책의 경향 속에서 가족문제를 정책문제로 논의하고 아젠다(agend

a)4)화할 때의 초점들 역시 국가들마다 시대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왔다.

3)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

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의 의미로써 포괄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이란 용어가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집행되는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의 복지를 추구할 것을 정책목적으로 선

택’(Harding, 1996 - 테레사 쿨라빅 외, 2000: 210에서 재인용)한 국가의 활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4) 아젠다는 원래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토의되는 의제 또는 안건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의회와 행정부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에서 정치가들에 의해 정책적 해결을 목표로 

고려하기로 한 문제로 포괄적으로 이해된다(남궁근, 1994: 39; 송근원/김태성, 2001: 62; 이진숙, 2003).

독일5)은 가족정책이 형성된 초기에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모델(1인부양자모델)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다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서서히 

북유럽의 성평등적 정책지향성(2인부양자모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a).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로 시

작된 가족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정치적 이슈로 수용하여 재생산, 보육, 간병

수발, 부모의 가족생활과 취업 병행문제 등과 같은 주요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10년간에 걸쳐 통일을 전

후로 하여 극심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족정책이 근대적 보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의 정책발전사

례는 전형적인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부양자모델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연속적

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며,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가족이슈를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가족쟁점과 가족정책의 변화경향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식은 가족문제의 속성과 사회구성원들의 욕구 그

리고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 헤를트와 카우프만

(Herlth/Kaufmann, 1982: 14-18)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동기를 인

구정책적 동기, 사회정책적 동기, 가족제도적(familieninstitutionell) 동기, 성평등적

5)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독일은 구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체제하에서는 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만을 의미하고, 1990년에 양독이 통합된 이후로는 동서지역을 아우르는 

전체독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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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nzipatorisch) 동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인구정책적 동기는 국가가 정책을 통

해 인구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으

로 인구의 구조와 변화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게 된다. 둘째, 사회정책적 동

기는 국가가 가족의 생활상황과 아동의 발달조건을 개선하고, 유자녀가족과 무자녀

가족 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목적화하는 의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의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셋째, 가족제도적 

동기는 국가가 개인들이 제도로서의 가족적 생활형태 속에서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성평등적 

동기는 가족이 성과 세대간에 지배와 권력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국가

가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동의 종속성이 완화되도록 노력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주 관심을 두

게 된다.

가족정책은 가족이 고유한 사회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노동

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이

념적 배경에 따라 탄생되었다. 따라서 초기 가족정책은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

서 가족의 출산과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데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 졌고, 모

성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가족수당 (국가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아동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Orloff, 2001). 이

런 점을 보면 초기의 가족정책은 주로 인구정책적, 사회정책적 그리고 가족제도적 

동기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1960년대 이후부터 자율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출산율의 저

하에 대한 우려와 증가되는 고령인구의 간병수발문제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이슈

화되자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가족의 돌봄노동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성평등적 동기에

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며, 기혼 여성노동자의 가정생활과 취업노동의 병행

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는 공적 보육제도와 모성보호제도로 서서히 정책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김수정, 2002: 1-11). 이러한 추이는 독일의 경우에도 그 전개과정

상의 속도에서만 차이를 보일뿐, 전후 50년 동안의 가족이슈화와 가족정책의 발전과

정에서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복지국가는 헤를트와 카우프만이 제시한 위의 네 가지 정책동기들을 혼합하여 가

족정책을 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거의 정책은 주로 인구정책적, 사회정책적 가족

제도적 동기가 강했다. 하지만 가족변화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오늘날에는 제도로

서의 가족형태의 유지를 중시하는 제도적 동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전체적 단위 속에

서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성(Individualitaet)을 중요시하는 성평등적 동기가 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유럽 복지국가들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

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가족생활로 인해서 파생되는 소득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정책적 동기, 국가경쟁력요소로서의 인구변화에 비중을 두는 인구정책적 동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역할과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성평등적 동기

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3. 독일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의 현황

1. 가족이슈 형성의 배경

 1) 가족의 불안정성 강화

오늘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생활구조가 복잡화되면서 제도

적 결혼의 의미는 쇠퇴되기 시작하였고, 폭력과 방임 등의 갈등적 요소들은 증가되

어 이혼을 비롯한 가족해체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었다. 이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어

서 혼인률은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이혼률은 

오늘날에 1970년대보다 2배 이상 증가되어 가족의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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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nzipatorisch) 동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인구정책적 동기는 국가가 정책을 통

해 인구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으

로 인구의 구조와 변화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는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게 된다. 둘째, 사회정책적 동

기는 국가가 가족의 생활상황과 아동의 발달조건을 개선하고, 유자녀가족과 무자녀

가족 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목적화하는 의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의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셋째, 가족제도적 

동기는 국가가 개인들이 제도로서의 가족적 생활형태 속에서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성평등적 

동기는 가족이 성과 세대간에 지배와 권력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국가

가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부모로부터 아동의 종속성이 완화되도록 노력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주 관심을 두

게 된다.

가족정책은 가족이 고유한 사회적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노동

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이

념적 배경에 따라 탄생되었다. 따라서 초기 가족정책은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

서 가족의 출산과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데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 졌고, 모

성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가족수당 (국가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아동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Orloff, 2001). 이

런 점을 보면 초기의 가족정책은 주로 인구정책적, 사회정책적 그리고 가족제도적 

동기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 1960년대 이후부터 자율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출산율의 저

하에 대한 우려와 증가되는 고령인구의 간병수발문제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이슈

화되자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가족의 돌봄노동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성평등적 동기에

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며, 기혼 여성노동자의 가정생활과 취업노동의 병행

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는 공적 보육제도와 모성보호제도로 서서히 정책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김수정, 2002: 1-11). 이러한 추이는 독일의 경우에도 그 전개과정

상의 속도에서만 차이를 보일뿐, 전후 50년 동안의 가족이슈화와 가족정책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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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2) 여성취업과 보호노동문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여성취업률은 산업구조의 변

화와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역할의식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다. 그 한 예로 1999년의 경우에 15-65세 사이의 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 중에서는 전체의 63.8%가 취업을 하였으나 2000년에는 64.0%, 그리고 

2001년에는 64.9%로 나타나, 여성취업률은 비록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

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여성과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들은 같은 

시기에 각각 80.3%, 79.9%, 80.1%의 취업률을 보여 취업률에 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6)

〔그림 3〕한국 및 OECD 주요국 성별 고용률 현황

(단위 : 전체 성별 노동인구 중 비율 (%))

1998년 2000년 2004년 2008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한  국 59.2 71.3 47.3 61.5 73.1 50.0 63.6 75.2 52.2 63.8 74.4 53.2

OECD 평균 65.2 76.0 54.4 65.6 76.2 55.2 65.2 74.8 55.7 66.7 75.7 57.8

6) http://www.destasis.de/basis/d/erwerb/erwerbtab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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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의 취업현황을 세분해 보면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제근로자(Part-Timer)로 취업한 경우가 전체 여성취업자의 40%를 넘어서 노동

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자녀양육은 기혼여성들에게 소득과 사회보장체계 

면에서 손실을 유발하고 지위향상에 장애로 작용하는 가장 대표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이진숙, 2002b). 이러한 사실은 무자녀여성과 유자녀여성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2000년 현재 독일의 여성 취업률을 보면 무자녀 여성의 취업

률은 54.0%이고, 유자녀여성의 취업률은 62.8%로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

이런 결과, 독일에서 출산율은 1950년 이래로 매해마다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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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성1인당 출산수는 1950년에는 2.1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1.36명에 불과

하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전체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미달되고 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 2000: 7-8). 

〔그림 7〕

〔그림 8〕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출산율은 감소되고 있지만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1950년-9.7%, 2000년-23.4%). 

〔그림 9〕

이는 가족의 유형이 전통적 핵가족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화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a: 71. ).

출산율의 저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독

일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은 1950년대(남성-64.6세, 여성-68.5세)에 비해 오늘날 약 

11년 정도 연장되1998년 현재 남성은 74.4세, 여성은 80.5세로 나타났다. 만약 평

균수명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연장된다면 2050년까지는 다시 4년이 더 연장되어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78.1세와 84.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00: 9-10).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독일 전체 국민의 고령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

어서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3이 넘는 인구가 60세 이상이 될 전망이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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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20세 미만일 것으로 예측된다(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11; Statistisches Bundesamt, 2000: 14). 

〔그림 10〕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아동과 노인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의 필

요성을 유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현상은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생산

연령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체계의 악화 그리고 사회복지지출비용의 증가 등을 야기

하며, 양육과 간병수발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가족의 다양성 증대

이상과 같은 조건들의 변화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증가되는 배경을 형성하

였다. 아래의 표4에서 나타나듯이 아동이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유형별 

변화추이를 보아도 독일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핵가족(부

부와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이혼 또는 별거중인 여성/남성과 그들의 자녀

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미혼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가

족의 유형은 다양화되고, 그러한 형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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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추이를 보아도 독일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핵가족(부

부와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이혼 또는 별거중인 여성/남성과 그들의 자녀

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미혼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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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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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 가족문제는 전후부터 서서히 사회

적 위기감을 유발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끌어 온 장기적 이슈라 할 수 

있다. 가족문제의 이슈화과정에서 주로 공적 담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출산을 통

한 세대의 재생산, 양육과 노인간병으로 인한 보호노동의 부담, 역할갈등문제 등이

었다. 그런데 가족은 애정적 친밀성에 기반을 둔 1차집단의 특성상 정치적 압력단체

가 지녀야할 조직적 결속력은 미흡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요소

로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가족문제를 정부나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이 양독으로 분단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해온 가족문제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양상은 다음과 같이 

그 전개과정에 따라 3시기로 대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이진숙, 2003; 

Krause-Brewer, 1993; http://www.bmfsfj.de).

 1)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1950-6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에 동독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던 서독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구학적 동기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다. 당시에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족상은 전통적 성분업을 전제로 하는 남성

부양자모델(das Modell der Versorgerehe)이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1인 

부양자모델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전체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임금을 전

제로 한다. 하지만 전후 1950년대 초에는 빈곤이 확산되면서 전체 국민의 20%가 

사회급여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의 삶을 영위하는 상태였고, 전쟁 이전보다 

인구는 감소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의 

완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구증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인구증대, 빈곤해결, 사회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취업모보호법(Mutterschutzgesetz, 1952년)의 제정으로 실현

되어 모든 취업 임산모들에게는 출산 전후로 6주씩의 휴가기간이 보장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3번째 자녀부터 25마르크씩 아동수

당(Kindergeld)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Kindergeldgesetz)이 제정되고, 과거부

터 존재해 왔던 ‘가족부담조정(Familienlastenausgleich)’으로 명명된 세금공제제도

는 600마르크(DM)에서 1200마르크로 상향조정되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기제도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은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과제에 충실

해야 하며 그 과제는 바로 가족의 아동양육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여성은 모성기능

수행에 충실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후에 경제가 부흥되

면서 일자리가 증대되자 대다수 여성들은 취업을 희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욕구충

족과 자아실현의 동기로 인한 여성들의 가정외 노동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가족구조와 아동양육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

고, 1960년대 후반에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Grosse Koalition) 시기에는 

취업모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2)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1970-80년대)

1960년대 후반부터 집권한 사민당은 1970년대 초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35%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던 상황에 주목하면서 1972년에 본격적으로 

취업모 지원을 시작하여 주간보모(Tagesmutter)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

고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개혁하여 첫 번째 자녀

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양육에 대한 평등한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도입하여 취업모들

에게 일자리와 해고보호를 보장하면서 자녀출산 후 6개월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기혼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7)

그 후, 1980년대에 가족은 과거보다 구조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여 가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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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런 이유로 가족문제를 정부나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이 양독으로 분단된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유도해온 가족문제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양상은 다음과 같이 

그 전개과정에 따라 3시기로 대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이진숙, 2003; 

Krause-Brewer, 1993; http://www.bmfsfj.de).

 1)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1950-6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에 동독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던 서독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구학적 동기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였다. 당시에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적 가족상은 전통적 성분업을 전제로 하는 남성

부양자모델(das Modell der Versorgerehe)이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1인 

부양자모델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전체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임금을 전

제로 한다. 하지만 전후 1950년대 초에는 빈곤이 확산되면서 전체 국민의 20%가 

사회급여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의 삶을 영위하는 상태였고, 전쟁 이전보다 

인구는 감소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의 

완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인구증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인구증대, 빈곤해결, 사회 불평등 완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취업모보호법(Mutterschutzgesetz, 1952년)의 제정으로 실현

되어 모든 취업 임산모들에게는 출산 전후로 6주씩의 휴가기간이 보장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1955년에는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3번째 자녀부터 25마르크씩 아동수

당(Kindergeld)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Kindergeldgesetz)이 제정되고, 과거부

터 존재해 왔던 ‘가족부담조정(Familienlastenausgleich)’으로 명명된 세금공제제도

는 600마르크(DM)에서 1200마르크로 상향조정되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기제도 마련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가족은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과제에 충실

해야 하며 그 과제는 바로 가족의 아동양육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여성은 모성기능

수행에 충실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후에 경제가 부흥되

면서 일자리가 증대되자 대다수 여성들은 취업을 희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욕구충

족과 자아실현의 동기로 인한 여성들의 가정외 노동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가족구조와 아동양육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

고, 1960년대 후반에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Grosse Koalition) 시기에는 

취업모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2)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1970-80년대)

1960년대 후반부터 집권한 사민당은 1970년대 초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35% 이상이 취업을 하고 있던 상황에 주목하면서 1972년에 본격적으로 

취업모 지원을 시작하여 주간보모(Tagesmutter)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

고 취업모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개혁하여 첫 번째 자녀

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양육에 대한 평등한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도입하여 취업모들

에게 일자리와 해고보호를 보장하면서 자녀출산 후 6개월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기혼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7)

그 후, 1980년대에 가족은 과거보다 구조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여 가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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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 현상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자 정부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1980년에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한 편이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으면 국가가 선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집행하는 양육비 선급제도

(Unterhaltsvorschuss)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악화가 심화되면서 기민련정

부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983년에 아동세금공제제도

(Kinderfreibetraege)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통합적이던 아동수당체계는 아

동수당과 아동세금공제의 이원적 체계로 분리되었다. 또한 아동의 주거보장을 고려

하여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제도도 도입되었다.

1985년에는 출산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령연금급여의 산정 

시에 부모의 자녀양육기간을 인정하는 주부연금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는 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이 시행됨으로써 취업부모들이 제도도

입 초기에는 자녀출산후 10개월 동안, 그리고 1992년부터는 3년까지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족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족주

의적 보수성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에는 미흡하였다.

 3) 보육정책의 확대기(1990년대-현재)

통일이후에 구동독지역의 가족들은 사회주의국가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

업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에서는 통일과 더불어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가족정책은 이제 필연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게 되었다.

7) 이 제도는 80년대에 들어서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기민련정부는 출산장려의 의도를 내포하는 보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

당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정책

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1995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의 

방식을 통해 간병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하여 노인환자와 노인간병가

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1998년에 사민당정부는 정권을 이양 받으면서 기존의 기민련의 인구정책적 개입

동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족생활과 취업의 병행 그리고 유자녀가족의 경제적 상

황개선을 가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셋

째 자녀까지 40유로(Euro)씩 상향조정하여 154유로씩 지급하는 등 가족에 대한 현

금급여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직장의 병행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

직제도를 20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개칭하여, 부모가 동시적으로 휴직

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양육참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서는 간병수발보험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간병수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판

결하였다.

이 같은 현금급여의 확대로 독일의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수준은 유럽에서 룩셈

부르크 다음으로 높게 되었다. 2002년도 독일 가족정책 예산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는 71%를 차지했고,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제공에는 29%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과 프랑스 같은 성공적인 가족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

에서도 그 비율이 50-60%였다(Bertelsmann Stiftung, 2002: 김상철, 2009에서 재

인용).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002년 현재 1.34명으로 유럽평

균(1.48명)보다도 낮았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독일정부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가족정책의 목표를 첫째, 아동보육의 

양적, 질적 개선, 둘째, 가족생활과 직업세계의 더 나은 균형조성으로 설정하고

(http://www.bmfsfj.de),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젠다 2010(Agenda 

2010)'(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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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 현상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자 정부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1980년에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 한 편이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으면 국가가 선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집행하는 양육비 선급제도

(Unterhaltsvorschuss)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악화가 심화되면서 기민련정

부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983년에 아동세금공제제도

(Kinderfreibetraege)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통합적이던 아동수당체계는 아

동수당과 아동세금공제의 이원적 체계로 분리되었다. 또한 아동의 주거보장을 고려

하여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제도도 도입되었다.

1985년에는 출산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령연금급여의 산정 

시에 부모의 자녀양육기간을 인정하는 주부연금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

는 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이 시행됨으로써 취업부모들이 제도도

입 초기에는 자녀출산후 10개월 동안, 그리고 1992년부터는 3년까지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가족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족주

의적 보수성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에는 미흡하였다.

 3) 보육정책의 확대기(1990년대-현재)

통일이후에 구동독지역의 가족들은 사회주의국가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실

업이라는 새로운 문제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에서는 통일과 더불어 출산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가족정책은 이제 필연적으로 출산과 자녀양육문제에 초점을 집중하게 되었다.

7) 이 제도는 80년대에 들어서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기민련정부는 출산장려의 의도를 내포하는 보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

당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정책

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1995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의 

방식을 통해 간병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하여 노인환자와 노인간병가

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1998년에 사민당정부는 정권을 이양 받으면서 기존의 기민련의 인구정책적 개입

동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족생활과 취업의 병행 그리고 유자녀가족의 경제적 상

황개선을 가족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은 셋

째 자녀까지 40유로(Euro)씩 상향조정하여 154유로씩 지급하는 등 가족에 대한 현

금급여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직장의 병행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육아휴

직제도를 20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개칭하여, 부모가 동시적으로 휴직

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파트타임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의 양육참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서는 간병수발보험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간병수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도록 판

결하였다.

이 같은 현금급여의 확대로 독일의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수준은 유럽에서 룩셈

부르크 다음으로 높게 되었다. 2002년도 독일 가족정책 예산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는 71%를 차지했고, 보육시설과 같은 서비스제공에는 29%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과 프랑스 같은 성공적인 가족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

에서도 그 비율이 50-60%였다(Bertelsmann Stiftung, 2002: 김상철, 2009에서 재

인용).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002년 현재 1.34명으로 유럽평

균(1.48명)보다도 낮았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독일정부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에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은 가족정책의 목표를 첫째, 아동보육의 

양적, 질적 개선, 둘째, 가족생활과 직업세계의 더 나은 균형조성으로 설정하고

(http://www.bmfsfj.de),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젠다 2010(Agenda 

2010)'(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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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였다. 아젠다 2010의 내용은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부부가 자녀출산이라는 옵션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 조건을 제

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인구정책적 

시급성이 이슈화되면서 이러한 가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제시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8)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기사련(CDU/CSU)은 2005년 11월에 사민당

(SPD)과의 대연정에 합의를 하고, 2006년에 발표된 ‘제7차 가족보고서’를 통해 가

족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지원과 보육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양육을 위한 수당과 소

득공제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13〕

8) 저출산문제는 기혼여성의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갈수록 증가하

고 있지만 가족내 보호노동에 대한 책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출산율의 저하

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은 근본

적으로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3. 가족정책의 현황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 가족이슈는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

성기능 강화와 빈곤문제, 취업모의 역할 갈등, 다양한 가족의 정책적 수용과 보호노

동의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그리고 가족생활과 취업의 병행문제 등으로 변화되

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이 초기에는 사회적 재생산문제를 이슈화

하여 가족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기 위해 모성기능에 대한 보상에 주력하였

고(Orloff, 2001),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자율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적 가

치관이 확산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되면서 출산율의 저하현상과 여성의 보호노

동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이슈화되자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가족의 양육과 간병수

발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성평등적 동기에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며, 또한 기

혼여성노동자, 나아가서 부모 공동의 가정생활과 취업노동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보육제도와 모성보호제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긴 점과 유사한 현상이다(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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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였다. 아젠다 2010의 내용은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부부가 자녀출산이라는 옵션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 조건을 제

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인구정책적 

시급성이 이슈화되면서 이러한 가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로 제시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8)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기사련(CDU/CSU)은 2005년 11월에 사민당

(SPD)과의 대연정에 합의를 하고, 2006년에 발표된 ‘제7차 가족보고서’를 통해 가

족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지원과 보육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양육을 위한 수당과 소

득공제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림 13〕

8) 저출산문제는 기혼여성의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갈수록 증가하

고 있지만 가족내 보호노동에 대한 책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출산율의 저하

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은 근본

적으로 부모가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녀양육이 부모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3. 가족정책의 현황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 가족이슈는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

성기능 강화와 빈곤문제, 취업모의 역할 갈등, 다양한 가족의 정책적 수용과 보호노

동의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그리고 가족생활과 취업의 병행문제 등으로 변화되

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이 초기에는 사회적 재생산문제를 이슈화

하여 가족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기 위해 모성기능에 대한 보상에 주력하였

고(Orloff, 2001), 1960년대 이후부터는 자율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적 가

치관이 확산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되면서 출산율의 저하현상과 여성의 보호노

동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이슈화되자 인구정책적 동기에서 가족의 양육과 간병수

발부문을 집중지원하고 성평등적 동기에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며, 또한 기

혼여성노동자, 나아가서 부모 공동의 가정생활과 취업노동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보육제도와 모성보호제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긴 점과 유사한 현상이다(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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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1). 

현재 독일은 부모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이를 

통해 가족의 재생산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가족

문제의 많은 부분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확산되면서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

려워짐에 따라 발생함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

음 절에서는 독일의 가족정책을 가족과 노동의 양립을 지원하는 양육 및 교육지원방

안을 중심으로 하여 대표적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통 자녀가 18세 될 때 까지 지급되지만, 자녀가 수입 없는 학생이

거나 직업교육중이라든가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이나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에 의해 가구

당 소득수준에 따라 25세 까지 연장 지급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는데, 2009년 1월부터 지급액이 인상

되어 첫째와 둘째에게는 월 164유로, 셋째는 월 170유로, 넷째 이상은 월 195유로

가 지급된다(김상철, 2009). 이에는 출산장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2) 부모수당

부모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의 극심한 출산율 저하에 그 주된 이

유가 있다 즉 육아수당 제도를 통해 자녀가 없는 부모와 비교하여 자녀가 있는 부

모가 받는 금전적인 제약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에는 저출산

이라는 문제와 친가족적 사회의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기선,

2007).

2007년에 개혁된 새로운 부모수당제도는 수급기간은 단축하고 수급액은 인상하는 

쪽으로 개혁되었다. 첫째, 부모수당의 수급기간은 종전의 24개월에서 12개월(최대 

14개월)로 단축되었다. 파트너 수급기간(partnermonate)을 활용하여 부부 중 다른 

한사람도 최소 2개월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아이의 양육에 부모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자도 14개월간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은 

자녀의 양육기간 중 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직업 활동(월평균 주당 근

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은 허용한다. 즉 완전한 직업 활동을 하거나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자는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부모수당은 기존의 자산조사에 의한 정액급여 방식에서 모든 부모에 대한 

임금비례 방식으로 개혁하였다. 부모수당은 휴직 전 수급자의 세후 평균소득의 67%

로 12개월(최대 14개월) 지급받으며, 2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

은 수급권자를 고려하여 세후 수입이 월 1,000유로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산정비율

을 상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부모수당은 월 최대 

1,800유로(한화 약 234만원)가 지급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과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 300유로(한화 약 39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추가

적인 출산, 즉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가정 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수급권자가 받게 될 수당에 10%를 추가한 금액(최소 75유로)을 육아수당으

로 지급받을 수 있다(다자녀 보너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경우

에는 두 번째 이상의 아이에 대하여 각 30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표 1〉 독일의 부모수당 산정방식(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

세금공제 후 월평균소득(유로) 산정비율(%) 부모수당(유로)

340(또는 그 이하) 100 340(또는 최소 300)
400 97 388
800 77 616

1,000 67 670
2,700(또는 그 이상) 67 1,800

출처: 김기선(2007), p.4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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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은 부모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이를 

통해 가족의 재생산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가족

문제의 많은 부분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확산되면서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

려워짐에 따라 발생함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

음 절에서는 독일의 가족정책을 가족과 노동의 양립을 지원하는 양육 및 교육지원방

안을 중심으로 하여 대표적인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보통 자녀가 18세 될 때 까지 지급되지만, 자녀가 수입 없는 학생이

거나 직업교육중이라든가 임의로 사회봉사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Einkommenssteuergesetz)이나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에 의해 가구

당 소득수준에 따라 25세 까지 연장 지급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는데, 2009년 1월부터 지급액이 인상

되어 첫째와 둘째에게는 월 164유로, 셋째는 월 170유로, 넷째 이상은 월 195유로

가 지급된다(김상철, 2009). 이에는 출산장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2) 부모수당

부모수당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의 극심한 출산율 저하에 그 주된 이

유가 있다 즉 육아수당 제도를 통해 자녀가 없는 부모와 비교하여 자녀가 있는 부

모가 받는 금전적인 제약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부모수당제도의 도입에는 저출산

이라는 문제와 친가족적 사회의 조성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기선,

2007).

2007년에 개혁된 새로운 부모수당제도는 수급기간은 단축하고 수급액은 인상하는 

쪽으로 개혁되었다. 첫째, 부모수당의 수급기간은 종전의 24개월에서 12개월(최대 

14개월)로 단축되었다. 파트너 수급기간(partnermonate)을 활용하여 부부 중 다른 

한사람도 최소 2개월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아이의 양육에 부모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자도 14개월간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은 

자녀의 양육기간 중 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직업 활동(월평균 주당 근

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은 허용한다. 즉 완전한 직업 활동을 하거나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자는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둘째, 부모수당은 기존의 자산조사에 의한 정액급여 방식에서 모든 부모에 대한 

임금비례 방식으로 개혁하였다. 부모수당은 휴직 전 수급자의 세후 평균소득의 67%

로 12개월(최대 14개월) 지급받으며, 2년에 걸쳐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

은 수급권자를 고려하여 세후 수입이 월 1,000유로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산정비율

을 상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부모수당은 월 최대 

1,800유로(한화 약 234만원)가 지급되고, 직업이 없는 사람과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소 300유로(한화 약 39만원)가 지급된다. 또한, 추가

적인 출산, 즉 3세 미만의 아이가 2명인 가정 또는 6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수급권자가 받게 될 수당에 10%를 추가한 금액(최소 75유로)을 육아수당으

로 지급받을 수 있다(다자녀 보너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경우

에는 두 번째 이상의 아이에 대하여 각 300유로가 추가로 지급된다.

〈표 1〉 독일의 부모수당 산정방식(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

세금공제 후 월평균소득(유로) 산정비율(%) 부모수당(유로)

340(또는 그 이하) 100 340(또는 최소 300)
400 97 388
800 77 616

1,000 67 670
2,700(또는 그 이상) 67 1,800

출처: 김기선(2007), p.4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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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7년 상반기 부모수당 승인건수는 약 20만 

건에 달했다(이 숫자는 2007년 초반에 자녀를 얻은 독일 내 거의 모든 가정이 부모

수당을 신청한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이 중 여성이 199,715건으로 전체

의 91.5%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에 불

과했다. 하지만 아버지 쿼터(daddy quota) 실시 전인 2006년의 3.5%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이후 남성들이 2개월의 파트너 수급기간을 

활용하여 높은 금액의 부모수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수급자 중 약 

83%가 12개월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이의 양육은 여전히 

어머니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기선, 2007).

〔그림 15〕

 3) 모성보호

모성보호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Erziehungsurlaub)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산전

후휴가는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 동안, 조산이나 쌍둥이 출산

의 경우에는 12주의 모성보호기간동안 보장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여성에

게 야간과 휴일근무는 금지되고, 모성보호기간 후에도 수유를 하는 여성에겐 유급수

유휴식을 요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4주의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는 임금의 

100%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3년간 무급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진흥법(Arbeitsförderungsgesetz)에 

의해 보장된다.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근로자

들은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종전의 육아휴직제도가 전환된 ‘부모시

간’(Elternzeit)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시간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을 자녀양육

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부와 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

동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부모는 사업장에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

시간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시간동안 해당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으며, 3년째가 되는 부모시간년도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자녀가 8세 되는 해로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취학이라는 예민

한 시기에 있는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bmfsfj.de).

이 밖에도 각 주마다 소득에 따라서 출산비가 지급되고 임신 중 자녀양육을 위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보조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한 교

육지원을 보면 금전적인 교육부조 중에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교육 진흥비

가 가장 중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그 외에 교육비 면세혜택도 대표적이다.

부모휴가는 2001년과 2007년 개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2001년 개정에서는 부

모휴가 중인 부모들에게 19-30시간의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

로써 부모의 경력단절을 막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다. 또한 2007년 개혁안에서

는 첫째, 3년 동안 제공하던 부모휴가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였다. 그동안 3년이란 

긴 시간의 부모휴가기간은 여성의 고용단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둘째,

아버지가 최소 2개월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경우 12개월의 기간이 14개월로 연장되

도록 하였다. 이는 남성의 부모휴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버지에게 할

당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일종의 ‘아버지 쿼터(daddy quota)'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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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07년 상반기 부모수당 승인건수는 약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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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신청한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음). 이 중 여성이 199,715건으로 전체

의 91.5%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에 불

과했다. 하지만 아버지 쿼터(daddy quota) 실시 전인 2006년의 3.5%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이후 남성들이 2개월의 파트너 수급기간을 

활용하여 높은 금액의 부모수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수급자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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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기선, 2007).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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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아버지 쿼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을 자녀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부와 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김영미, 2009).

〔그림 16〕

 4) 양육크레딧

1986년부터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에게는 연금보험상으로 

양육 기간이 인정되고 있어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취업을 중단한 상태인 주부들이 

연금보험체계에서 차별을 당하던 요소가 완화되었고 전업주부도 그들의 자녀양육 능

력에 근거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민당 집권 후 노동․사회질서부(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장관에 의해 2002년에 집행된 연금개혁은 연금보험제도에 있어 가

족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즉 독일정부는 여성들, 특

히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양육 크레딧 제공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양육크레딧

은 1991년과 2001년 연금법 개정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김경아, 2010:155-158). 첫째, 모성휴가기간의 크레딧으로 14주의 모성휴가

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성보호법에서 정한 산전 후 휴가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 기간은 연금보험료 면제기간(산입기간)으로 인

정해 주고 있다. 면제기간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인정해주고 있다. 평균적

으로 14주의 모성휴가기간은 보험료 면제기간으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개인의 

총 생애 평균소득으로 연금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육아크레딧 제도로 독일의 육아크레딧은 1991년 개혁으로 연금가입 인정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

다. 육아 크레딧은 199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3년 동안 연금가입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다시 3년이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

안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매년도 저네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로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소득에 대한 상

향조정 정책이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만 가능하거나 

저임금 노동 밖에 할 수 없는 부모에게는 해당부모의 평균소득의 최대 50%까지 연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연금을 통한 보상제도는 간호를 

요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http://www.bmfsfj.de). 

넷째, 다자녀의 양육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지원방향으로 이는 전

업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많은 여

성들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금가입 기간에 대한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출산율

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 

역시 연금가입소득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즉 10세 미만의 아동을 두 명 이상 양

육하고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가산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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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아버지 쿼터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들을 자녀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부와 모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자녀양육을 위해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김영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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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즉 독일정부는 여성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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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양육크레딧

은 1991년과 2001년 연금법 개정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김경아, 2010:155-158). 첫째, 모성휴가기간의 크레딧으로 14주의 모성휴가

기간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모성보호법에서 정한 산전 후 휴가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 기간은 연금보험료 면제기간(산입기간)으로 인

정해 주고 있다. 면제기간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를 인정해주고 있다. 평균적

으로 14주의 모성휴가기간은 보험료 면제기간으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개인의 

총 생애 평균소득으로 연금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육아크레딧 제도로 독일의 육아크레딧은 1991년 개혁으로 연금가입 인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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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아 크레딧은 199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3년 동안 연금가입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다시 3년이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

안 크레딧의 인정소득은 매년도 저네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로 인정해주고 있다.

셋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소득에 대한 상

향조정 정책이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만 가능하거나 

저임금 노동 밖에 할 수 없는 부모에게는 해당부모의 평균소득의 최대 50%까지 연금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연금을 통한 보상제도는 간호를 

요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http://www.bmfsfj.de). 

넷째, 다자녀의 양육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지원방향으로 이는 전

업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많은 여

성들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금가입 기간에 대한 상향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출산율

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독일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대해 

역시 연금가입소득을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즉 10세 미만의 아동을 두 명 이상 양

육하고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가산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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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가산점은 199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수준

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3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17〕

〔그림 18〕

4. 결론

독일에서 가족이슈는 전후 약 50년 동안 사회적 재생산문제, 부모의 취업병행문

제, 다양한 가족의 정책적 수용과 보호노동의 문제 등으로 이전되어 왔고, 이에 대

해 집권정당들은 보수적으로 방어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정책문제화하면서 각각의 

문제에 상응하는 대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응해 왔다.

독일의 가족정책이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궤적을 반추해 보면 정책의 큰 흐름

은 전통적 성분업에 근거한 제도가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가족과 직장의 병행

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순차적 병행)를 부여하는 전체성의 이념으로부터, 이

제는 가족생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부부의 맞벌이를 전제로 

하여 부부모두에게 가족과 직장을 동시적으로 병행하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자율성과 평등, 민주성 

등의 가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지원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는 과거의 제도가족 

중심적이고 잔여적인 가족정책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부모(특히 여성)의 존재는 양육을 전제로 한 전체적 관계로서의 존재지위

에 의해 폐쇄적으로 인식되어, 결국 이것이 가족문제를 부추기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는 점을 상기해 보면 당연할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구성원들 간에는 

상호종속성보다는 평등과 민주성이 관계를 규정하는 지배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

며, 가족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적인 복지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점

을 보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현재 독일은 다시 한번 경제위기와 직면하게 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할 두 과제

를 안고 있다.

첫째, 현재 독일에서 출산율은 과거에 비해 추가적으로 감소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과 보육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은 이를 위해 부모시간

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내의 외국인가족들을 적극적으로 통

합하여 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노동시장정책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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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내의 외국인가족들을 적극적으로 통

합하여 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노동시장정책과 긴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550

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적극적

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내의 실업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유럽전체의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개

입의지는 강력히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구문제에 대한 독일의 경험은 출산수 1.17명이라는 저출산현상과,

2020년경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

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의 가족주의적 이념지

향성으로 인해 아직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방안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

한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

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서 가족의 부양부담만 한층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과 양육 그리고 노인부양문제의 해결을 목표

로 하는 가족정책의 강화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부모와 노인들의 적

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병행적으로 수립해야할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주의적 가치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과 경쟁이라는 요소가 

개인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으로 정착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포장된’ 인구정책

적 동기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에 ‘상대적으로 많이’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출산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에 가족부 장관 슈미트(Renate Schmidt)가 언급한 적이 있듯이 ‘좋은 정책이란 가

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

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http://www.bmfsfj.de)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좀 더 가족성원

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더 접근하면서 동시에 전체적 관계를 아우르는 측면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또한 인구문제와 기혼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출산장려에만 치중하기 보다

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족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도 물론 중요한 도구

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의 양육과 간병수발 참여를 가능케 하

는 유연적 사회정책의 강화가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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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적극적

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내의 실업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유럽전체의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개

입의지는 강력히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구문제에 대한 독일의 경험은 출산수 1.17명이라는 저출산현상과,

2020년경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

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의 가족주의적 이념지

향성으로 인해 아직 출산장려와 보육지원 방안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

한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

인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서 가족의 부양부담만 한층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과 양육 그리고 노인부양문제의 해결을 목표

로 하는 가족정책의 강화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부모와 노인들의 적

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을 병행적으로 수립해야할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주의적 가치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능력과 경쟁이라는 요소가 

개인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으로 정착된 현대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포장된’ 인구정책

적 동기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에 ‘상대적으로 많이’

구속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출산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에 가족부 장관 슈미트(Renate Schmidt)가 언급한 적이 있듯이 ‘좋은 정책이란 가

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

들이 선택한 가족형태 속에서 그들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http://www.bmfsfj.de)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좀 더 가족성원

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더 접근하면서 동시에 전체적 관계를 아우르는 측면으로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또한 인구문제와 기혼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출산장려에만 치중하기 보다

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족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도 물론 중요한 도구

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의 양육과 간병수발 참여를 가능케 하

는 유연적 사회정책의 강화가 필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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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저출산�대응정책:��

생활환경을�중심으로”

김진범 l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이 글은 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경위와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

사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크게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원인과 사회‧경제‧환경 측면

에서의 간접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그 중 하나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

경에서 ‘일본학술회의’라는 최고 전문가모임에서는 어린이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

을의 물리적인 공간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 관련 정책

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령, 최근의 정책인 ‘어린이 육아‧비전’에서는 ‘다양한 네

트워크로 육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4대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시책으로 ‘육아 지원거점 및 네트워크의 확충’, ‘아동이 안전‧안심할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독특하고 다양한 사

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목표는 생활환경의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니라, 육아커뮤니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즉, 물리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가령, 세타가야구라는 지자체에서는 ‘키즈룸’이라는 육아공간을 아파트에 설치하

고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교류실시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저출산 관련 대응정책과 사례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하게 육아할 

수 있는 외출환경의 정비, 둘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확충,

셋째 일시적인 돌봄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시설의 확충, 넷째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이다.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김진범1)

1)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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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90년 일본에서는 ‘1.57쇼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57’란 한 여성

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적인 자녀수를 의미하는 1989년의 합계출산율을 뜻한다. ‘쇼

크’란 단어가 덧붙여진 이유는 ‘히노에우마(ひのえうま, 丙午)2)’라는 특수한 요인으

로 과거 최저를 기록했던 1966년의 합계출산율인 1.58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대와 노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활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1.57쇼크’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여, 육아휴

가제도의 정비, 보육시설의 확충, 유아와 산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응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경위와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

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원인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3).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晩婚)과 미혼’의 증가, ‘부부 출산력의 저하’ 등이 저출산의 직접적

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2) 일본에서는 병오(丙午)년에는 화재 등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미신이 있어, 그 해에 태어나는 사람의 

성질은 불같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습이 있음

3)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환경 정비의 지연과 고학력화’,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

담감의 증대’ 및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 등이 제기되고 있다.

1.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1980년대 이후 25~34세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남성의 

경우 25~29세에는 69.3%, 30~34세에는 42.9%, 여성의 경우 25~29세에는 54.0%, 

30~34세에는 26.6%가 각각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출산은 대부분 

결혼에 의한 것이므로 미혼의 증가가 곧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만혼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9.4세, 여성 2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의 남성 27.0세, 여성 24.7세 

보다 30년간 남성은 2.4세, 여성은 2.9세 증가하였다. 만혼화 경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곧 출산하는 시기를 지연시켜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생애 미혼율도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 가령, 2000년

에는 남성 12.6%, 여성 5.8%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민은 모두가 결혼한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4).

부부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자녀 수(이상 자녀

수)’와 ‘실제로 가질 자녀의 수(예정 자녀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기간이 짧

은 부부일수록 둘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는 이상 자녀수는 2.56

명, 예정 자녀수는 2.13명이지만, 결혼 지속기간이 5~9년의 부부에서는 2.48명과 

2.07명, 0~4년의 부부는 2.31명과 1.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와 만날 기회가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유로움을 잃고 

싶지 않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등을 들고 있음(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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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일본에서는 ‘1.57쇼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57’란 한 여성

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적인 자녀수를 의미하는 1989년의 합계출산율을 뜻한다. ‘쇼

크’란 단어가 덧붙여진 이유는 ‘히노에우마(ひのえうま, 丙午)2)’라는 특수한 요인으

로 과거 최저를 기록했던 1966년의 합계출산율인 1.58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대와 노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활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1.57쇼크’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여, 육아휴

가제도의 정비, 보육시설의 확충, 유아와 산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응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경위와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

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원인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3).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晩婚)과 미혼’의 증가, ‘부부 출산력의 저하’ 등이 저출산의 직접적

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2) 일본에서는 병오(丙午)년에는 화재 등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미신이 있어, 그 해에 태어나는 사람의 

성질은 불같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풍습이 있음

3)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환경 정비의 지연과 고학력화’,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

담감의 증대’ 및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 등이 제기되고 있다.

1.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

1980년대 이후 25~34세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남성의 

경우 25~29세에는 69.3%, 30~34세에는 42.9%, 여성의 경우 25~29세에는 54.0%, 

30~34세에는 26.6%가 각각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출산은 대부분 

결혼에 의한 것이므로 미혼의 증가가 곧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만혼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9.4세, 여성 2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의 남성 27.0세, 여성 24.7세 

보다 30년간 남성은 2.4세, 여성은 2.9세 증가하였다. 만혼화 경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곧 출산하는 시기를 지연시켜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생애 미혼율도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다. 가령, 2000년

에는 남성 12.6%, 여성 5.8%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민은 모두가 결혼한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4).

부부의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자녀 수(이상 자녀

수)’와 ‘실제로 가질 자녀의 수(예정 자녀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기간이 짧

은 부부일수록 둘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는 이상 자녀수는 2.56

명, 예정 자녀수는 2.13명이지만, 결혼 지속기간이 5~9년의 부부에서는 2.48명과 

2.07명, 0~4년의 부부는 2.31명과 1.9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와 만날 기회가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유로움을 잃고 

싶지 않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등을 들고 있음(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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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

고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일하는 여성의 증

대, 특히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만혼이나 만산(晩産)으로 연결되어, 그 과정에서 출

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때가 되

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1987년 54.1%에서 2002년 43.6%로 감소하였고,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987년 

44.5%에서 2002년 55.2%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결혼을 당연시하지 않고, 인생의 

선택사항 중하나로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의 증대도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적

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낳을 자녀수가 적은 이유로 육아‧교육비용의 부담을 드는 사

람이 가장 많다. 　부부가 일과 가정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육아 부담의 무게와 무관하지 않다. 가사나 육아에 대한 남성의 낮은 참여율은 곧 

여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 우선, 경제 우선의 풍토 등으로 가사

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과 방임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육아력(育兒力)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고립감이나 피로감,

자신감의 상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20대의 청년실업자가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

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결혼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서는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15~34세 인구 중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서 근무하는 인구는 21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이 비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5)는 약 5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1〕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

자료: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5)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나이가 15~34세에 포함되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학생도 아니고, 직업 훈련도 하고 있지 않는 무직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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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먼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

고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일하는 여성의 증

대, 특히 젊은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만혼이나 만산(晩産)으로 연결되어, 그 과정에서 출

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때가 되

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1987년 54.1%에서 2002년 43.6%로 감소하였고,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1987년 

44.5%에서 2002년 55.2%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결혼을 당연시하지 않고, 인생의 

선택사항 중하나로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의 증대도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적

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낳을 자녀수가 적은 이유로 육아‧교육비용의 부담을 드는 사

람이 가장 많다. 　부부가 일과 가정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육아 부담의 무게와 무관하지 않다. 가사나 육아에 대한 남성의 낮은 참여율은 곧 

여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 우선, 경제 우선의 풍토 등으로 가사

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과 방임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육아력(育兒力)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고립감이나 피로감,

자신감의 상실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서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20대의 청년실업자가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

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결혼에 영향을 미쳐,

나아가서는 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15~34세 인구 중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서 근무하는 인구는 21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이 비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5)는 약 5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림 1〕일본의 저출산 배경과 원인

자료: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5)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나이가 15~34세에 포함되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학생도 아니고, 직업 훈련도 하고 있지 않는 무직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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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대응정책과 생활환경 관련 정책 추진경위6)

1990년의 ‘1.57쇼크’를 계기로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2

월 ‘향후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

基本的方向について, 앤젤플랜)’라는 최초의 계획이 작성되었다. 앤젤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환경 관련 시책은 ‘가족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의 공급,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 ‘일과 육아의 양립과 화목한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의 

실현: 직주 근접을 위해 도심거주의 추진, 주거‧업무기능 등 복합기능의 신도시 건설,

보육소의 확충’, ‘놀이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정비: 공원, 수변공간 등의 놀이터, 자연캠

프장‧시민농원‧자전거도로, 유모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 등 정비’ 등이다.

1999년 12월에는 ‘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少子化対策推進基本方針)’이 결정되었

으며, 이 방침의 중점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

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重点的に推進すべき少子化対策の具体的実施計画につい

て, 신앤젤플랜)’라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신앤젤플랜에서 제시된 생활환경 관련 시

책은 ‘여유로운 주거생활의 실현’, ‘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육아하기 편리한 

환경의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과 놀이터 확보’ 등이다.

2002년 9월 후생노동성은 ‘소자화대책 플러스원(少子化対策プラスワン)’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사업과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

여 촉진,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사회보장을 통한 차세대 육성지원,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정책대상이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남성

과 전업주부, 다음 세대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육아를 지원하는 생활환

경의 정비(육아 배리어프리)의 개념 명시’, ‘공공시설과 대중교통기관, 다수가 이용

하는 건축물, 공원, 백화점, 영화관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쾌적하게 

6)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와 “袖井孝子.
2007. 少子化対策の現状と課題. 都市問題研究 59(4). pp.3-16",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
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추진(공공시설 등에 탁아실, 수유코너, 영유아용 화장

실 설치, ‘육아배리어프리’ 지도 작성)’ 등의 생활환경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출산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수

단으로 2003년 7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会対策基本法, 소자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2004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

会対策大綱)’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소자화사회대책대강에서는 ‘양질의 주택‧거

주환경의 확보’, ‘육아 배리어프리 추진’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2004년 12월 대강에 포함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자화사회 

대책대강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시계획(少子化社会対策大綱に基づく具体的実施計画,

어린이·육아 응원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실시계획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한 풍요로

운 인간성의 육성: 도시공원의 정비, 하천공간을 활용한 체험활동의 추진, 자연‧사회

교육활동 등의 장으로서 해안 정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방식 실현: 재택근

무 보급 촉진’, ‘육아에 적합한 주택확보 지원: 시크하우스(Sick House) 대책 마련’, 

‘육아 배리어프리 추진: 건축물, 대중교통기관, 보행공간, 도시공원, 하천, 해안보전

시설 등의 무장애화’, ‘어린이 안전 확보: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추진’ 등이 생활

환경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2003년 7월 소자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가정과 육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

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어린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

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対

策推進法)’도 제정되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행동계획’에는 ‘가족용 임대주택의 

공급지원 등 양질의 주택확보’, ‘보육소 등의 통합적 정비 등 양호한 거주환경의 정

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의 정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안전‧안

심 마을만들기 추진’ 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은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6로 과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6월 일

본 정부는  ‘새로운 소자화 대책에 대해(新しい少子化対策について)’라는 방침을 결정하

였다. 새로운 소자화대책에서는 ‘어린이 사고방지 대책 마련’, ‘학교버스 도입’, ‘등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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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대응정책과 생활환경 관련 정책 추진경위6)

1990년의 ‘1.57쇼크’를 계기로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94년 12

월 ‘향후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今後の子育て支援のための施策の

基本的方向について, 앤젤플랜)’라는 최초의 계획이 작성되었다. 앤젤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환경 관련 시책은 ‘가족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의 공급, 양질의 분양주택 공급’, ‘일과 육아의 양립과 화목한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의 

실현: 직주 근접을 위해 도심거주의 추진, 주거‧업무기능 등 복합기능의 신도시 건설,

보육소의 확충’, ‘놀이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정비: 공원, 수변공간 등의 놀이터, 자연캠

프장‧시민농원‧자전거도로, 유모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 등 정비’ 등이다.

1999년 12월에는 ‘소자화대책추진기본방침(少子化対策推進基本方針)’이 결정되었

으며, 이 방침의 중점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

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重点的に推進すべき少子化対策の具体的実施計画につい

て, 신앤젤플랜)’라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신앤젤플랜에서 제시된 생활환경 관련 시

책은 ‘여유로운 주거생활의 실현’, ‘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육아하기 편리한 

환경의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과 놀이터 확보’ 등이다.

2002년 9월 후생노동성은 ‘소자화대책 플러스원(少子化対策プラスワン)’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사업과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

여 촉진,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사회보장을 통한 차세대 육성지원,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정책대상이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남성

과 전업주부, 다음 세대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육아를 지원하는 생활환

경의 정비(육아 배리어프리)의 개념 명시’, ‘공공시설과 대중교통기관, 다수가 이용

하는 건축물, 공원, 백화점, 영화관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쾌적하게 

6) “内閣府. 2004. 平成16年版少子化社会白書.”,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와 “袖井孝子.
2007. 少子化対策の現状と課題. 都市問題研究 59(4). pp.3-16",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
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추진(공공시설 등에 탁아실, 수유코너, 영유아용 화장

실 설치, ‘육아배리어프리’ 지도 작성)’ 등의 생활환경 관련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출산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수

단으로 2003년 7월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会対策基本法, 소자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2004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

会対策大綱)’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소자화사회대책대강에서는 ‘양질의 주택‧거

주환경의 확보’, ‘육아 배리어프리 추진’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2004년 12월 대강에 포함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자화사회 

대책대강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시계획(少子化社会対策大綱に基づく具体的実施計画,

어린이·육아 응원플랜)’이 마련되었다. 이 실시계획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한 풍요로

운 인간성의 육성: 도시공원의 정비, 하천공간을 활용한 체험활동의 추진, 자연‧사회

교육활동 등의 장으로서 해안 정비’,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방식 실현: 재택근

무 보급 촉진’, ‘육아에 적합한 주택확보 지원: 시크하우스(Sick House) 대책 마련’, 

‘육아 배리어프리 추진: 건축물, 대중교통기관, 보행공간, 도시공원, 하천, 해안보전

시설 등의 무장애화’, ‘어린이 안전 확보: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추진’ 등이 생활

환경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2003년 7월 소자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가정과 육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

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어린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

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次世代育成支援対

策推進法)’도 제정되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행동계획’에는 ‘가족용 임대주택의 

공급지원 등 양질의 주택확보’, ‘보육소 등의 통합적 정비 등 양호한 거주환경의 정

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의 정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안전‧안

심 마을만들기 추진’ 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은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26로 과거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6월 일

본 정부는  ‘새로운 소자화 대책에 대해(新しい少子化対策について)’라는 방침을 결정하

였다. 새로운 소자화대책에서는 ‘어린이 사고방지 대책 마련’, ‘학교버스 도입’, ‘등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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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전대책 마련’, ‘가족용 주택‧3세대 동거‧근거(近居) 지원’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2007년 12월 정부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子どもと家族

を応援する日本’重点戦略)’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취업과 결혼·출산·육아의 양

자택일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을 재검토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워

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과 그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체

계의 구축(‘부모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과 ‘가정에 있어서의 육아’를 포괄적으로 지

원하는 체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8월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7)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성장환경의 개선

을 위해: 성장공간의 과제와 제언(我が国の子どもの成育環境の改善にむけて: 成育空

間の課題と提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에서 어린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공터, 빈집 등의 민간

의 토지‧시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장소의 창출, 집 주변의 공간 활

용, 통과교통의 배제를 통한 도로공간의 놀이공간 활용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어린이를 둘러 싼 생활환경의 개념

자료: 三村浩史. 1989. すまい学のすすめ. 彰国社 

7) 일본학술회의란 일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기관으로서 국제적인 교류의 주체이자, 과학자의 의견 등을 정책

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에 설치된 기관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관은 심리학‧교육학‧임상의학‧환경학‧토목공학‧건축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제언1
어린이가 모여서 놀 수 있는 

‘공원‧광장’ 부활

‧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의 증설

‧ 놀이를 배려한 공원관리방안 확립

‧ 빈터 등 민간의 놀이터 개방 추진

‧ 주차장 지하화를 통한 공원 정비

제언2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정비

‧ 공유공간이 있는 집합주택, 저층중정형 집합주택 공급

‧ 공‧사유 중간형 공간의 확보

‧ 공동생활주택의 추진

‧ 3세대 동거형 단독주택 공급

‧ 육아가정 주거교체 지원

제언3 골목길의 부활

‧ 생활도로, 어린이 놀이공간이 확보된 도로의 제도화

‧ 생활도로에 대한 통과교통의 배제

‧ 자동차 속도의 저감

제언4 자연학습장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자연체험장 정비

‧ 학교교육에 자연체험프로그램 도입

‧ 어린이 의견수렴을 통한 자연 재생

‧ 자연해설가 등 전문가 육성

‧ 장기자연체험 장소 정비

제언5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환경 정비 ‧ 소아의료체계 확립

제언6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기준 정비 ‧ 환경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제언7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교육‧육아환경 정비

‧ 다양한 체험기능을 마을에 도입

‧ 목조학교, 학교 숲의 정비

‧ 바람직한 교육‧육아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융합, 육아지원 환경 정비

제언8
활발한 운동을 유도하는 시설‧공원 

조성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기준 수정

‧ 운동환경과 신체활동량 관련 연구 추진

‧ 운동장소의 확보와 리더의 배치

‧ 운동환경을 배려한 마을만들기 추진

자료: 日本学術会議. 2008. 我が国の子どもの成育環境の改善にむけて: 成育空間の課題と提言

〈표 1〉일본학술회의의 제언내용

2009년 10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부는 ‘어린이‧육아 비전(가

칭) 검토 워킹팀’을 구성한 후 전문가와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여 ‘어린이‧육아 비전(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을 수립하였

다. 어린이‧육아 비전은 ‘어린이가 주인공(children first)’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모든 어린이가 존중되고, 그 성장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서 ‘어린이‧육아 지원’으로 전환하여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를 통해 가족과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여, 개인의 희망이 구현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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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전대책 마련’, ‘가족용 주택‧3세대 동거‧근거(近居) 지원’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2007년 12월 정부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子どもと家族

を応援する日本’重点戦略)’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취업과 결혼·출산·육아의 양

자택일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을 재검토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워

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과 그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체

계의 구축(‘부모의 취업과 육아의 양립’과 ‘가정에 있어서의 육아’를 포괄적으로 지

원하는 체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 8월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7)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성장환경의 개선

을 위해: 성장공간의 과제와 제언(我が国の子どもの成育環境の改善にむけて: 成育空

間の課題と提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에서 어린이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공터, 빈집 등의 민간

의 토지‧시설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장소의 창출, 집 주변의 공간 활

용, 통과교통의 배제를 통한 도로공간의 놀이공간 활용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어린이를 둘러 싼 생활환경의 개념

자료: 三村浩史. 1989. すまい学のすすめ. 彰国社 

7) 일본학술회의란 일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기관으로서 국제적인 교류의 주체이자, 과학자의 의견 등을 정책

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에 설치된 기관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관은 심리학‧교육학‧임상의학‧환경학‧토목공학‧건축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제언1
어린이가 모여서 놀 수 있는 

‘공원‧광장’ 부활

‧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의 증설

‧ 놀이를 배려한 공원관리방안 확립

‧ 빈터 등 민간의 놀이터 개방 추진

‧ 주차장 지하화를 통한 공원 정비

제언2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 정비

‧ 공유공간이 있는 집합주택, 저층중정형 집합주택 공급

‧ 공‧사유 중간형 공간의 확보

‧ 공동생활주택의 추진

‧ 3세대 동거형 단독주택 공급

‧ 육아가정 주거교체 지원

제언3 골목길의 부활

‧ 생활도로, 어린이 놀이공간이 확보된 도로의 제도화

‧ 생활도로에 대한 통과교통의 배제

‧ 자동차 속도의 저감

제언4 자연학습장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자연체험장 정비

‧ 학교교육에 자연체험프로그램 도입

‧ 어린이 의견수렴을 통한 자연 재생

‧ 자연해설가 등 전문가 육성

‧ 장기자연체험 장소 정비

제언5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환경 정비 ‧ 소아의료체계 확립

제언6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기준 정비 ‧ 환경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제언7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 

교육‧육아환경 정비

‧ 다양한 체험기능을 마을에 도입

‧ 목조학교, 학교 숲의 정비

‧ 바람직한 교육‧육아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융합, 육아지원 환경 정비

제언8
활발한 운동을 유도하는 시설‧공원 

조성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기준 수정

‧ 운동환경과 신체활동량 관련 연구 추진

‧ 운동장소의 확보와 리더의 배치

‧ 운동환경을 배려한 마을만들기 추진

자료: 日本学術会議. 2008. 我が国の子どもの成育環境の改善にむけて: 成育空間の課題と提言

〈표 1〉일본학술회의의 제언내용

2009년 10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각부는 ‘어린이‧육아 비전(가

칭) 검토 워킹팀’을 구성한 후 전문가와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하여 ‘어린이‧육아 비전(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을 수립하였

다. 어린이‧육아 비전은 ‘어린이가 주인공(children first)’이라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모든 어린이가 존중되고, 그 성장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서 ‘어린이‧육아 지원’으로 전환하여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를 통해 가족과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여, 개인의 희망이 구현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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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이념은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개인의 희망이 달성’되는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명과 성장을 소중히 한다’, ‘곤경에 

처한 목소리에 귀기울인다’, ‘생활을 지원한다’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12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어린이‧육아 비전의 개요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그림 4〕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 경위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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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이념은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개인의 희망이 달성’되는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명과 성장을 소중히 한다’, ‘곤경에 

처한 목소리에 귀기울인다’, ‘생활을 지원한다’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정책, 12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어린이‧육아 비전의 개요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그림 4〕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 경위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Lo
w

 F
er

ti
lit

y 
A

gi
ng

 S
oc

ie
ty

  
저

출
산

·
고

령
화

 대
응

 학
술

심
포

지
엄

570

4.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활환경정비 사례

이 글에서는 ‘어린이‧육아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지원정책 중 

‘다양한 네트워크로 육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

개한다. 한국에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자료8)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주거

환경, 외출환경, 놀이환경, 육아거점 등의 순으로 소개한다.

1. 주거환경: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으로서 육아를 배려한 주택구조와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춘 아파트를 ‘육아 아파트’로 인정하여 보조하는 사업이다.

토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맨션인증제도

(子育て支援マ—ンション認証制度)’를 소개한다.

이 사업은 육아에 적합한 내부구조를 채용하고 ‘지역교류실시계획’을 수립한 아파

트를 대상으로 세타가야구가 인증한다. 대상 아파트는 신축‧기존‧분양‧임대를 불문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주택이 사업의 대상이다.

‧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耐火)건축물일 것

‧ 20호 이상일 것

‧ 전용면적 56㎡ 이상의 주택이 전체 호수의 1/2 이상일 것

‧ 3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 기존건물 부분은 건축 관련 법규의 내진기준을 충족할 것

‧ 지역교류기능을 담당하는 25㎡ 이상의 키즈룸을 설치할 것

‧ 지역교류와 육아지원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8)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와 “国土交通政策研究所.
2010. 子育てに適した居住環境に関する研究”를 참고하였음

‧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기 위해 사업자가 주최하여 입주 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류모임을 개최할 것 등

인증 아파트에 대해서는 키즈룸(kids room)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2 이내에서, 225만엔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키즈룸의 신축공사료

‧ 개수공사의 경우에는 키즈룸의 개수공사료

인증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명칭 가데니엘 키누타 레지던스(ガーデニエール砧レジデンス)

호수  270호(전용면적 56㎡ 이상 206호)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 지상 10층‧지하 1층

사업주 시미즈건설주식회사(清水建設株式会社)

육아를 

배려한 

건축구조

‧ 키즈룸 설치

‧ 소음 경감

‧ 단차해소 등 위험방지

‧ 방범카메라 설치 등 방범대책 마련

‧ 육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 어린이용 자전거보관소 확보

아파트의 전경

자료: 세타가야구 홈페이지(http://www.city.setagaya.tokyo.jp/)

〈표 2〉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인증사례

2. 외출환경: 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토쿄도 코토구(江東区)는 2008년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가 쾌적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육아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카창노 맵(赤ちゃんの

マップ)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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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활환경정비 사례

이 글에서는 ‘어린이‧육아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지원정책 중 

‘다양한 네트워크로 육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

개한다. 한국에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헌자료8)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주거

환경, 외출환경, 놀이환경, 육아거점 등의 순으로 소개한다.

1. 주거환경: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으로서 육아를 배려한 주택구조와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춘 아파트를 ‘육아 아파트’로 인정하여 보조하는 사업이다.

토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맨션인증제도

(子育て支援マ—ンション認証制度)’를 소개한다.

이 사업은 육아에 적합한 내부구조를 채용하고 ‘지역교류실시계획’을 수립한 아파

트를 대상으로 세타가야구가 인증한다. 대상 아파트는 신축‧기존‧분양‧임대를 불문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주택이 사업의 대상이다.

‧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耐火)건축물일 것

‧ 20호 이상일 것

‧ 전용면적 56㎡ 이상의 주택이 전체 호수의 1/2 이상일 것

‧ 3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 기존건물 부분은 건축 관련 법규의 내진기준을 충족할 것

‧ 지역교류기능을 담당하는 25㎡ 이상의 키즈룸을 설치할 것

‧ 지역교류와 육아지원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8)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와 “国土交通政策研究所.
2010. 子育てに適した居住環境に関する研究”를 참고하였음

‧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기 위해 사업자가 주최하여 입주 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류모임을 개최할 것 등

인증 아파트에 대해서는 키즈룸(kids room)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2 이내에서, 225만엔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키즈룸의 신축공사료

‧ 개수공사의 경우에는 키즈룸의 개수공사료

인증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명칭 가데니엘 키누타 레지던스(ガーデニエール砧レジデンス)

호수  270호(전용면적 56㎡ 이상 206호)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 지상 10층‧지하 1층

사업주 시미즈건설주식회사(清水建設株式会社)

육아를 

배려한 

건축구조

‧ 키즈룸 설치

‧ 소음 경감

‧ 단차해소 등 위험방지

‧ 방범카메라 설치 등 방범대책 마련

‧ 육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 어린이용 자전거보관소 확보

아파트의 전경

자료: 세타가야구 홈페이지(http://www.city.setagaya.tokyo.jp/)

〈표 2〉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인증사례

2. 외출환경: 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토쿄도 코토구(江東区)는 2008년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가 쾌적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육아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카창노 맵(赤ちゃんの

マップ)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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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종이로 작성된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기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외출하기 

전에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출 중에도 정보를 검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창 맵에는 ‘아카창노 에키(赤ちゃんの駅9), 131개소)’, ‘아카창 상담소(14개

소)’, ‘아카창 놀이터(250개소)’의 정보가 들어 있다. 아카창노 에키란 수유‧기저귀 

교환을 위한 장소를 뜻한다. 보육소, 유치원, 아동관10),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다. 아

카창노 에키사업의 경우, 보조대상은 민간‧공공시설을 불문하고, 수유실과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인증된 시설은 심볼마크를 현관

에 부착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제1호 인증시설은 ‘카메리아 프라자(カメリアプラザ)’라는 전철역 인근에 입지하

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수유실은 5층에 설치되었다. 3.3㎡의 공간에 기저귀교환대와 

수유용 의자가 배치되었다. 온수도 제공된다.

〔그림 5〕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사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볼마크를 

현관에 부착

수유실 전경 아카창노 에키 심볼마크 아카창맵 GR코드

자료: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9) ‘아카챵노 에키(赤ちゃんの駅)’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가(아이) 역’을 뜻함

10) 어린이(0~18세)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며, 주로 방과후교

육시설로서 활용됨. 집회실, 놀이실, 도서실, 식당, 침실,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전문 지도원이 배

치됨

3. 놀이환경: 네리마쿠의 놀이광장

토쿄도 네리마구(練馬区)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의 놀이터 

설치와 공유지의 일시적인 개방 등을 통해 집 주변에 놀이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을 자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놀이터’사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관

리위원회가 토지소유자와 무상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며, 네리마구

는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공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용지매입이 완료된 도로 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놀이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하며, 구와 운영위

탁계획을 체결한다.

‘민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차용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무상으로 토

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주변의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

록 위원회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6〕네리마구의 놀이터광장 사례

민간토지의 놀이터 공유지 일시적 개방 민간토지 일시적 개방

자료: 네리마구 홈페이지(http://www.city.nerima.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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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종이로 작성된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기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외출하기 

전에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출 중에도 정보를 검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창 맵에는 ‘아카창노 에키(赤ちゃんの駅9), 131개소)’, ‘아카창 상담소(14개

소)’, ‘아카창 놀이터(250개소)’의 정보가 들어 있다. 아카창노 에키란 수유‧기저귀 

교환을 위한 장소를 뜻한다. 보육소, 유치원, 아동관10),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다. 아

카창노 에키사업의 경우, 보조대상은 민간‧공공시설을 불문하고, 수유실과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인증된 시설은 심볼마크를 현관

에 부착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제1호 인증시설은 ‘카메리아 프라자(カメリアプラザ)’라는 전철역 인근에 입지하

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수유실은 5층에 설치되었다. 3.3㎡의 공간에 기저귀교환대와 

수유용 의자가 배치되었다. 온수도 제공된다.

〔그림 5〕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사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볼마크를 

현관에 부착

수유실 전경 아카창노 에키 심볼마크 아카창맵 GR코드

자료: 国土交通省. 2010. 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環境整備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9) ‘아카챵노 에키(赤ちゃんの駅)’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가(아이) 역’을 뜻함

10) 어린이(0~18세)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며, 주로 방과후교

육시설로서 활용됨. 집회실, 놀이실, 도서실, 식당, 침실,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전문 지도원이 배

치됨

3. 놀이환경: 네리마쿠의 놀이광장

토쿄도 네리마구(練馬区)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의 놀이터 

설치와 공유지의 일시적인 개방 등을 통해 집 주변에 놀이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을 자율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놀이터’사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관

리위원회가 토지소유자와 무상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며, 네리마구

는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공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용지매입이 완료된 도로 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놀이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하며, 구와 운영위

탁계획을 체결한다.

‘민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차용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무상으로 토

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주변의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

록 위원회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6〕네리마구의 놀이터광장 사례

민간토지의 놀이터 공유지 일시적 개방 민간토지 일시적 개방

자료: 네리마구 홈페이지(http://www.city.nerima.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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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지원거점: 후생노동성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육아 가정이 자유롭게 모여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07

년부터 후생노동성은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를 추진하고 

있다11).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육아 관련 상담‧지원’, ‘지역

사회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육아지원 관련 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빈 공간과 상점가의 빈점포 등에서 실시하는 ‘광장

형(ひろば型)’, 보육소 등에서 실시하는 ‘선터형(センター型)’, ‘민간 아동관에서 실

시하는 ’아동관형(児童館型)‘ 등 3개 유형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육아지원거

점사업의 개요와 정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의 개요

구분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기능
상시 모임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의 육아지원기능 강화

지역의 육아지원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전문적 

지원활동 실시

육아지원활동 종사자 

중심으로 육아지원

사업주체 기초지자체(사회복지법인, NPO 등에 위탁 가능)

기본사업

‧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 육아 등에 대한 상담‧지원 실시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육아 및 육아지원에 관한 교육 등 실시

종사자
육아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2명 이상) 보육사( 2명 이상) 육아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 이상)

장소

공공시설의 빈 공간,
상점가 빈점포, 민가,

아파트 등

보육소,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아동관

운영일 주 3~7일(1일 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1일 5시간 이상) 주 3일 이상(1일 3시간 이상)

자료: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11)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표 4〉지역육아지원거점 정비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4,386 4,851 5,199

광장형 894 1,233 1,527

센터형 3,464 3,463 3,477

아동관형 28 155 195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 광장형 사례: 오야코노 히로바 비노비노(おやこの広場びーのびーの)

2000년 ‘자신들의 육아를 풍요롭게 하는 장소(상시 부모와 자녀가 있는 장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기’ 위해 요코하마시 코호쿠구(港北区)의 엄마들이 설립한 

‘NPO법인 비노비노(びーのびーの)’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비노비노의 활동은 후생

노동성의 ‘모임광장사업(つどいの広場事業)’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0㎡(20평) 정도의 공간은 마을의 오래된 상점가에 입지하고 있다. 매일 15세대

가 이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부모와 학생, 고령자 등의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

하고 있다. 스탭은 보육사 2명과 비상근 6명, 부모 자원봉사자 5명, 고령자 자원봉

사자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이용자는 약 600명이다.

□ 센터형 사례: 아유미 코도모 센터(あゆみ子供センター)

아유미 코도모 센터는 1995년부터 쿠마모토현(熊本県) 쿠마모토시(熊本市)의 아유

미보유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다. 당시의 앤젤플랜를 추진하기 위해 쿠마모토시

로부터 육아지원센터로 보육원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센터는 ‘부모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를 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

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의 육아서클 활동과 보육원과 아동관, 지원센터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네트워

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아유미보육원에 병설되었으며, 보육사 3명이 근무

하고 있다. 월 이용자는 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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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지원거점: 후생노동성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육아 가정이 자유롭게 모여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07

년부터 후생노동성은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를 추진하고 

있다11).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육아 관련 상담‧지원’, ‘지역

사회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육아지원 관련 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빈 공간과 상점가의 빈점포 등에서 실시하는 ‘광장

형(ひろば型)’, 보육소 등에서 실시하는 ‘선터형(センター型)’, ‘민간 아동관에서 실

시하는 ’아동관형(児童館型)‘ 등 3개 유형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육아지원거

점사업의 개요와 정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의 개요

구분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기능
상시 모임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의 육아지원기능 강화

지역의 육아지원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전문적 

지원활동 실시

육아지원활동 종사자 

중심으로 육아지원

사업주체 기초지자체(사회복지법인, NPO 등에 위탁 가능)

기본사업

‧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 육아 등에 대한 상담‧지원 실시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육아 및 육아지원에 관한 교육 등 실시

종사자
육아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2명 이상) 보육사( 2명 이상) 육아 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 이상)

장소

공공시설의 빈 공간,
상점가 빈점포, 민가,

아파트 등

보육소,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아동관

운영일 주 3~7일(1일 5시간 이상) 주 5일 이상(1일 5시간 이상) 주 3일 이상(1일 3시간 이상)

자료: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11)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표 4〉지역육아지원거점 정비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4,386 4,851 5,199

광장형 894 1,233 1,527

센터형 3,464 3,463 3,477

아동관형 28 155 195

자료: 内閣府. 2010. 平成22年版子ども‧若者白書

□ 광장형 사례: 오야코노 히로바 비노비노(おやこの広場びーのびーの)

2000년 ‘자신들의 육아를 풍요롭게 하는 장소(상시 부모와 자녀가 있는 장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기’ 위해 요코하마시 코호쿠구(港北区)의 엄마들이 설립한 

‘NPO법인 비노비노(びーのびーの)’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비노비노의 활동은 후생

노동성의 ‘모임광장사업(つどいの広場事業)’을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0㎡(20평) 정도의 공간은 마을의 오래된 상점가에 입지하고 있다. 매일 15세대

가 이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부모와 학생, 고령자 등의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

하고 있다. 스탭은 보육사 2명과 비상근 6명, 부모 자원봉사자 5명, 고령자 자원봉

사자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이용자는 약 600명이다.

□ 센터형 사례: 아유미 코도모 센터(あゆみ子供センター)

아유미 코도모 센터는 1995년부터 쿠마모토현(熊本県) 쿠마모토시(熊本市)의 아유

미보유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다. 당시의 앤젤플랜를 추진하기 위해 쿠마모토시

로부터 육아지원센터로 보육원이 지정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센터는 ‘부모에 대

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한다’를 사업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였

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의 육아서클 활동과 보육원과 아동관, 지원센터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육아 네트워

크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아유미보육원에 병설되었으며, 보육사 3명이 근무

하고 있다. 월 이용자는 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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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형 사례: 동심아동관‧도신 쓰도이 광장(童心児童館＆｢どうしん｣つどいの広場)

동심아동관과 도신 쓰도이 광장은 1964년 큐슈(九州)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

립아동도서관인 ‘동심회관’에 설치되었다. 동심회관은 지역의 기업과 시민으로 구성

된 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감소와 놀이패턴의 변화로 아동도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우의 역량강화과 모임장소 제공, 부모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설하는 등의 육아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현재 주된 사업은 인근 초등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사업이다. 3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월 약 9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7> 지역육아지원거점 사례

오야코노 히로바 비노비노 아유미 코도모 센터 동심아동관‧도신 쓰도이 광장

자료: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5. 시사점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대응정책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심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다음

과 같다12).

첫째, 안전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외출환경을 정비한다. 임산부와 육아 가정이 편

12) 정책의 목표는 UNICEF가 1996년에 개최된 ‘제2회 인간정주회의(HABITAT Ⅱ)’에서 제창한 ‘어린이 

친화 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전제로 하고 있음(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의 무장애화와 수유‧기저귀 교체 공간 등을 정비

하는 ‘육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가령, 지금의 

골목길은 주차문제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

록 지역주민들간 합의를 도출하여 정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집 가까

운 곳의 개방된 공유지에서 놀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어린이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터나 빈가게 등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통상의 놀이터와는 다른 기능, 가령 모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도

시내부를 흐르는 하천 등의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셋째, 일시적인 돌봄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확충한다. 키즈룸 사

례처럼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등과 다세대주택의 빈집 등을 활용하여 집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육아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은 1996년 펴낸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에서 아프

리카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고 주장하고 있다. 육아의 부담은 가정만이 지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전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래전 마을이 아이를 키

웠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전후 산업화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약화되면서 마을의 육아기능이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을 참

고하여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과 지역사회의 육아기능을 회복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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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관형 사례: 동심아동관‧도신 쓰도이 광장(童心児童館＆｢どうしん｣つどいの広場)

동심아동관과 도신 쓰도이 광장은 1964년 큐슈(九州)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사

립아동도서관인 ‘동심회관’에 설치되었다. 동심회관은 지역의 기업과 시민으로 구성

된 후원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

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아동의 감소와 놀이패턴의 변화로 아동도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우의 역량강화과 모임장소 제공, 부모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설하는 등의 육아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현재 주된 사업은 인근 초등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교실사업이다. 3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월 약 90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림 7> 지역육아지원거점 사례

오야코노 히로바 비노비노 아유미 코도모 센터 동심아동관‧도신 쓰도이 광장

자료: 厚生労働省. 2010. 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実施のご案内(実施ガイド)

5. 시사점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대응정책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심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면 다음

과 같다12).

첫째, 안전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외출환경을 정비한다. 임산부와 육아 가정이 편

12) 정책의 목표는 UNICEF가 1996년에 개최된 ‘제2회 인간정주회의(HABITAT Ⅱ)’에서 제창한 ‘어린이 

친화 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전제로 하고 있음(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의 무장애화와 수유‧기저귀 교체 공간 등을 정비

하는 ‘육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가령, 지금의 

골목길은 주차문제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

록 지역주민들간 합의를 도출하여 정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은 집 가까

운 곳의 개방된 공유지에서 놀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어린이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터나 빈가게 등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통상의 놀이터와는 다른 기능, 가령 모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도

시내부를 흐르는 하천 등의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셋째, 일시적인 돌봄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확충한다. 키즈룸 사

례처럼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등과 다세대주택의 빈집 등을 활용하여 집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육아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은 1996년 펴낸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에서 아프

리카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고 주장하고 있다. 육아의 부담은 가정만이 지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전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래전 마을이 아이를 키

웠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전후 산업화과정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해체되거나 

약화되면서 마을의 육아기능이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을 참

고하여 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과 지역사회의 육아기능을 회복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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