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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최근 저출산 신드롬이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까지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 어느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만

큼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동하여 왔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독특하게 변동하여 왔다. 첫 번째로는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고출산으로부터 저출산으로의 전환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장기

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 내수시장 위축과 자본스

톡 감소,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미래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사회

에서 출산율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만큼 지난 약 10년 간 저출산대책의 결과

로서 출산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율은 여전

히 아주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는 크게 3개 권역의 국가들

을 들 수 있다. 남유럽권 국가, 동유럽권 국가 및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몇몇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한

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 역시 유사하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권 국가들 중 OECD 회원국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은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을 가진 두 국가들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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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책 발전에 중요

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 간의 저출산대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인구 변동이라는 일정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책 분석에 앞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추이와 인구 전망치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인구 동향

  1. 인구변동요인 추이

가. 출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 수준으로 높았으나 급격하게 낮아져 1983년

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간 합계출산율은 1.5~1.8 수준에서 유지되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처음으로 1.5 

미만(1.45)으로 떨어졌으며, 2001년에는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그리고 2005년

에는 1.076(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1.3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40년 4.11에서 1947년 4.54로 높아지는 등 1949년까

지 4.0 이상의 고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일본의 합계출산율

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1950년에 4.0 미만(3.65), 1952년에 3.0 미만(2.98) 그

리고 1957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2.04)으로 낮아졌다. 1950년대 후반부

터 1973년(2.14)까지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다만, 1966년에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58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는 당시 적말띠(Hinoe-Uma)해로서 출산이 꺼려졌기 때문이다(Aoki, 201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에는 

1.57로 떨어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1.57 쇼크’)을 안겨줬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

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현재까

지 최저점)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소 반등세를 보여 2012년 

1.41까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공식기록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60년 6.0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25년 5.10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모든 기

록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더 높은 시기를 경험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

였던 시기는 1960~1983년으로 23년 동안이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약 4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시기는 1947~1957년 

10년 동안으로, 이 기간에 2.5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한국에서의 출산율 급락 시

기는 일본에 비해 13년 정도가 늦으며, 급락 기간도 13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합

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시기는 한국이 1983년으로 일본의 1957

년에 비해 26년이나 늦었다. 이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으로의 출산율 감소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늦었으나,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출

산율 하락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진 

시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57년) 이후 36년이

나 소요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83년) 이후 

불과 15년에 불과하였다.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

본보다 낮았으며, 이후에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

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1) 일본의 미신에 의하면 적마의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불행하다고 여겨져 당시 많은 부부들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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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분석에 앞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추이와 인구 전망치를 비교분석하였다. 

Ⅱ. 인구 동향

  1. 인구변동요인 추이

가. 출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 수준으로 높았으나 급격하게 낮아져 1983년

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간 합계출산율은 1.5~1.8 수준에서 유지되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출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처음으로 1.5 

미만(1.45)으로 떨어졌으며, 2001년에는 처음으로 1.3 미만으로 그리고 2005년

에는 1.076(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1.3 미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40년 4.11에서 1947년 4.54로 높아지는 등 1949년까

지 4.0 이상의 고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일본의 합계출산율

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1950년에 4.0 미만(3.65), 1952년에 3.0 미만(2.98) 그

리고 1957년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2.04)으로 낮아졌다. 1950년대 후반부

터 1973년(2.14)까지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다만, 1966년에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58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는 당시 적말띠(Hinoe-Uma)해로서 출산이 꺼려졌기 때문이다(Aoki, 201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9년에는 

1.57로 떨어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1.57 쇼크’)을 안겨줬다. 이후 일본 정부는 다

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어놓기 시작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현재까

지 최저점)으로 더욱 낮아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다소 반등세를 보여 2012년 

1.41까지 높아졌다.

한국과 일본의 공식기록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한국의 

경우 1960년 6.0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25년 5.10으로 나타난다. 과거의 모든 기

록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더 높은 시기를 경험하였

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

였던 시기는 1960~1983년으로 23년 동안이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약 4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시기는 1947~1957년 

10년 동안으로, 이 기간에 2.5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한국에서의 출산율 급락 시

기는 일본에 비해 13년 정도가 늦으며, 급락 기간도 13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합

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던 시기는 한국이 1983년으로 일본의 1957

년에 비해 26년이나 늦었다. 이와 같이 인구대체수준으로의 출산율 감소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늦었으나,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출

산율 하락이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합계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진 

시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57년) 이후 36년이

나 소요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98년으로 인구대체수준 도달(1983년) 이후 

불과 15년에 불과하였다.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

본보다 낮았으며, 이후에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

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1) 일본의 미신에 의하면 적마의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불행하다고 여겨져 당시 많은 부부들
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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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

2.06(1983)

1.19
2.04(1957) 1.41

0

1

2

3

4

5

6

7

1925

1947

1950

1953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Korea

Japan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그림 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0세에서의 기대수명)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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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사망

        2) 일본 統計情報部「第21回生命表」「平成24年簡易生命表」

  2. 인구 전망

한국의 총인구는 1950년 19.2백만 명에서 2012년 50백만 명으로 지난 약 60

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다. 최근의 저출산 및 저사망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44백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후 인구규모는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경험한 1990년대 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0년 8.0백만 명에서 2060

년에는 4.5백만 명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36.0백만 명에서 2016년 37.0백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21.9백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5백만 명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9년에 18.0백만 명으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이후 저출산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 역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백

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일본 인구는 2005년에 127,768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전체 인구(1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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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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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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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에는 21.9백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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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는 2005년에 127,768천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전체 인구(1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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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 2011년에는 127,799천 명으로, 역시 전년도의 

인구보다 258천 명이 적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추계 결

과, 총인구는 2060년 86,737천 명으로 감소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1973년까

지의 ‘고도 경제 성장기’ 이전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유소년인구는 2010년 16,839

천 명에서 2060년에 7,912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261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 81,735천 명 그리고 

2060년에 44,183천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10년에 29,484천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34,642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인구 변동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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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한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1960~2005년 자료는 일본 통계청, 2010~2060년 자료는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한국의 인구고령화 수준을 살펴보면,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0%

에서 2060년에 40.1%로 높아지고,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도 2012

년을 저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 101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총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5.7%에서 2010년 23.0%로 높아졌으며 2060

년에는 39.9%에 달하며, 총부양비는 1990년 43.4로 최저점으로 낮아진 후 증가

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96.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한국 일본 인구부양비 추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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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2) 일본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  

  3. 인구변동의 함의

인구변천은 특정 국가가 농촌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및 도시사회로 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의미한다(Coale, 1973). 근대화가 인구변

천의 과정, 즉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과 사망률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변천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근대화가 진행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급감기(1925

년 5.1~1957년 인구대체수준 미만), 안정기(1957~1973년 간 인구대체수준 내

외 유지), 재감소기(1974년~2005년 1.26 최저점), 낮은 수준의 회복기(2006~최

근 1.4 수준)를 경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급감기(1960년 6.0~1983년 인구대

체수준 미만), 안정기(1984년~1996년 간 1.7 내외 변동), 재감소기(1997년~ 

2005년 1.08 최저점), 안정기(2006년 이후 1.2 내외 유지)를 경험하였다. 다만, 

차이점은 최저점 이후 일본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여

전히 초저출산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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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는 26년 늦게 시작하였으나(인구대체수준 도달 시기 기준) 최근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

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70년 10세 정도에서 2011년에 1.5세 정

도로 줄어들었다. 즉, 후발 근대화된 한국의 평균수명이 선발 근대화된 일본의 평

균수명을 빠르게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평균수명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동태적 변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두 국가 간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있

으나 변동 패턴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56년부터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1996년부터 각각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인

구는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유소년인구는 1973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그리고 총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감소는 일본에 비해 16년 늦게 발생하였으며, 생산

가능인구 감소는 21년 그리고 총인구 감소는 20년 늦게 발생할 전망이다. 즉, 인

구 규모면에서 한국의 인구 변천은 일본에 비해 약 20년 늦게 따라가고 있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인구가 훨씬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인구 비중 7%)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30년 앞서 시작하였으며, 고령사회 진

입(노인인구 비중 14%)은 24년 먼저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중 20%)

은 20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 수

준이 지속됨으로써 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60년에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일본 수준과 유사해지거나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표 1〉 한국과 일본 간 인구 변화 비교

일본 한국 차이(한국-일본)

출산력
(TFR)

인구대체수준 최초 도달 1958(2.11) 1983(2.06) 25년
초저출산현상(1.3 미만) 시작 2003(1.29) 2001(1.297) -2년

최저점 도달시기 2005(1.26) 2005(1.08) 0년
최근 수준 1.41(2012년) 1.19(2013년) -0.22명

사망력
(평균수명)

70세 도달시기
남성 1971 1996 25년

여성 1960 1980 20년

75~80세 도달
남성(75세 도달) 1986 2005 19년

여성(80세 도달) 1984 2001 17년

최근 수준(2012년)
남성 79.97 77.9 -2.07세

여성 86.41 84.6 -1.81세

인구 규모
유소년인구 감소 시작 1956 1973 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1996 2017 21년

총인구 감소 시작 2011 2031 20년

인구구조

고령화사회(7%+) 진입 1970 2000 -30년

고령사회 진입(14%+) 1994 2018 -24년

초고령사회진입(20%+) 2006 2026 -20년

노인인구 비율 30% 2024 2037 -13년

노인인구 비율 40% 2060(39.9%) 2060(40.1%) 0년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전환기간 36년 26년 -10년

최근 수준(2014년) 26.1% 12.7% -13.4%
최저 총부양비 도달 1990 2012 22년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2010~2060)

        일본 국립사회보장및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

24年1月推計)  .

Ⅲ.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2)

  1. 한국의 인구정책 변천

한국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인구자질향상정책기 및 출산

장려정책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출산억제정책기는 정부가 인구증

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

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1961년 최초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2) 여기에서 인구정책은 인구조정정책 중에서도 이민정책을 제외한 협의의 개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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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는 26년 늦게 시작하였으나(인구대체수준 도달 시기 기준) 최근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변천 속

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70년 10세 정도에서 2011년에 1.5세 정

도로 줄어들었다. 즉, 후발 근대화된 한국의 평균수명이 선발 근대화된 일본의 평

균수명을 빠르게 따라 잡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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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구동태적 변화의 특징으로 인하여 두 국가 간 인구규모는 큰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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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그리고 총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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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비해 일본 인구가 훨씬 먼저 고령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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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준(2014년) 26.1% 12.7% -13.4%
최저 총부양비 도달 1990 2012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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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66)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인

구증가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채

택하였다. 1960년대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주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피임 실천을 

유도하고 피임수단을 무료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당시 가족계획사업 10개

년계획의 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60년 2.9%에서 제2차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1971년에는 한 가족 2자녀 운동을 

펼쳤고,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공표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1974년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3자녀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1976년에는 

부총리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Popula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를 설치하여 당시 3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종래 3자녀

까지만 인정되었던 소득세 면제를 2자녀까지로 축소하였으며, 피고용인의 가족계

획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1978년에는 2자녀 이하를 가진 여성으로서 불임시

술을 수용한 자에게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출

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는 1977년에 가족법을 개정하

여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

다. 1980년에는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 대해 공공

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을 감면해 주었다. 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나, 1980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8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은 보다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였다(이삼식 외, 

2005). 이에 따라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49개 시책이 발

표되었다. 49개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새마을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강화, 소

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

제도 개선, 홍보교육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센티브(보상)로 2명 이

하 자녀를 가진 영세민으로서 불임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 부여, 특별생계비 지급, 0~5세 자녀에 대해 1차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불임시술이 포함되었다. 디스인센티브(규

제)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을 2자녀 이내로 제한하

였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목표연도인 1988년보

다 4년이나 빠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

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 또한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이삼식 외, 2005). 한

편,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서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대표

적인 인구문제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

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3) 사회제도 개혁으로 1985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

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족법을 1989년에 개정하

여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이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

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자

질 및 복지증진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

률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

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

진,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4~현재)이다.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3)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2,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
제와 홍보계몽활동으로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1년의 107명(출생여아 100명당 남아수)에서 
1990년에 11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03년 현재 109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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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여 당시 3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종래 3자녀

까지만 인정되었던 소득세 면제를 2자녀까지로 축소하였으며, 피고용인의 가족계

획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1978년에는 2자녀 이하를 가진 여성으로서 불임시

술을 수용한 자에게는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출

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는 1977년에 가족법을 개정하

여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되었

다. 1980년에는 두 명 이하의 자녀를 가지면서 불임시술을 수용한 자에 대해 공공

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을 감면해 주었다. 정부는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1988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

나, 1980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2.8명 수준에서 거의 정체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은 보다 강력한 인구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였다(이삼식 외, 

2005). 이에 따라 1981년 12월에 새로운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49개 시책이 발

표되었다. 49개 시책의 주요 내용으로 새마을사업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강화, 소

자녀 가치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및 보상제도,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

제도 개선, 홍보교육활동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인센티브(보상)로 2명 이

하 자녀를 가진 영세민으로서 불임수용자 및 가족에 대한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 부여, 특별생계비 지급, 0~5세 자녀에 대해 1차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불임시술이 포함되었다. 디스인센티브(규

제)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지급을 2자녀 이내로 제한하

였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목표연도인 1988년보

다 4년이나 빠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에서 합계출산율을 1984년의 2.05

명에서 1995년까지 1.75명으로 감소시키고 그 이후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이 또한 198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이삼식 외, 2005). 한

편,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서 새로운 인구문제가 야기되었다. 대표

적인 인구문제로 출생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

여 태아의 성 감별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3) 사회제도 개혁으로 1985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출가여성의 직계존

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족법을 1989년에 개정하

여 여성도 가구주가 될 수 있으며, 상속에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이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

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

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인구자

질 및 복지증진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

률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

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

진,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4~현재)이다. 출산억제정책을 폐지

3) 1994년에 다시 개정하여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2,5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
제와 홍보계몽활동으로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1년의 107명(출생여아 100명당 남아수)에서 
1990년에 11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03년 현재 109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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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1998년

부터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부터는 1.3 미만으로 낮아졌다.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을 발

표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

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4년 2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9월 1일 시행)하고, 고

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였다.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게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

며,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2

차세계대전 후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

책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

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발

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더해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었고, 전쟁 중 실시하였던 “아이를 낳자(give birth and multiply)” 

운동을 전쟁 직후 바로 수정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그러나 이후에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은 수준에

서 유지되자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고 이에 1951

년에 들어서야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행할 조산사, 간호사 등 특별그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개별 가

정을 방문하여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급 

활동을 펼쳤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인구대책으로서 가족계

획보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

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재단법인 인구문제연구회 인구

대책위원회, 1954: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동년 8월에는 인구문제심의회에

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구성장이 자본 축적 및 산업을 저

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

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요강(안)’을 작성하였다. 가족계획정책은 대도시부터 시작

하여 중소도시, 농촌의 순서로 전파되었다. 당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1962년에는 인구정책이 또 한 번 변화하였다.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

어있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

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73

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는 만혼화 경향 및 출산기피 현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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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나, 그 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1998년

부터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부터는 1.3 미만으로 낮아졌다.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을 발

표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

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4년 2월에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9월 1일 시행)하고, 고

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하였다. 저출

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게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는 범정부 차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

며, 이후 5년이 지난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

일본의 인구정책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2

차세계대전 후 인구억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1945~1950년대 초반), 가족계획정

책 및 인구자질향상정책(1950년대 중반~1980년대), 소자화대책(1980년대 후

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시스템이 완벽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의 폭발

적인 증가는 경기침체, 주택난, 식량부족, 전염병 만연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Allied Forces General Headquarters)에서는 산아제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정부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인구

규모가 국가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더해 피임방법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었고, 전쟁 중 실시하였던 “아이를 낳자(give birth and multiply)” 

운동을 전쟁 직후 바로 수정하기에는 국민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그러나 이후에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은 수준에

서 유지되자 인구증가 및 노동력 과잉 문제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고 이에 1951

년에 들어서야 가족계획정책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행할 조산사, 간호사 등 특별그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개별 가

정을 방문하여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급 

활동을 펼쳤다(JICA Research Institute, 2003). 

1954년 7월 인구문제연구소 내 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인구대책으로서 가족계

획보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가족계획의 보급을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

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재단법인 인구문제연구회 인구

대책위원회, 1954: 荻野美穂, 2008에서 재인용). 동년 8월에는 인구문제심의회에

서 ‘인구의 양적 조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인구성장이 자본 축적 및 산업을 저

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단순히 모성보호차원을 넘어서 종합적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생성은 동 결의를 바탕

으로 3년 후 인구 증가를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요강(안)’을 작성하였다. 가족계획정책은 대도시부터 시작

하여 중소도시, 농촌의 순서로 전파되었다. 당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이유는 

산아제한을 국가적 이익 등과 연결하는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1962년에는 인구정책이 또 한 번 변화하였다. 기존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이 경시되

어있다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김범송, 2010).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

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

으로 인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973

년에는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여성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는 만혼화 경향 및 출산기피 현상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출산율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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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Retherford and Ogawa,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정책은 주

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되었다(김범송, 2010).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1970~1980년 정부는 

정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출산율이 1989년에 1.57까지 감소하여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0년에 저출산문제위원회(Committee for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Having and Bringingup Children)를 설

립하였다(Atoh and Akachi, 2003). 이때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저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아 저출산현상을 “문

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

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1992년 무급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시행하였다. 다만, 전일제 근로자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

이다. 엔젤플랜을 통해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대

책을 수립하였다.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에서

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립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

간연장보육서비스, 일시 혹은 시간제 보육, 보육지원 공동체 추진, 초등학생을 위

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육아휴

직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급여로 임금대체수준의 25%까지 지원하였으며, 육아

휴직자에 대해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불 대상에서 면제하였다(이삼식 

외, 2009).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

적인 경기불황은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

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신엔젤플랜의 취지는 일-가정양

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료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확충 외에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소자화백서, 2008; 김범송, 2010에서 재인용). 실

제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임금의 40%로 상향조정되었으며(2001), 육아휴직 기간

도 공무원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로 확

대되었다.

2002년에는 <저출산대책 플러스원>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신엔젤플랜에 더

해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강조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실천

하게 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의의는 보육서비스에 치중한 소자화대

책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육기능을 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

대육성지원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된 시기에 소자화대책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간의 소자화대책(신엔젤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의 제정은 일

본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범송, 2010).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추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2005년에는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

서는 그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범위를 넘어 젊은층

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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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Retherford and Ogawa, 2005). 그러나 출산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1970년대에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인구정책은 주

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되었다(김범송, 2010).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인구대체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했다. 일본의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1970~1980년 정부는 

정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출산율이 1989년에 1.57까지 감소하여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1990년에 저출산문제위원회(Committee for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Having and Bringingup Children)를 설

립하였다(Atoh and Akachi, 2003). 이때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 저출산 “문제”라 칭하지 않아 저출산현상을 “문

제”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

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김범송, 

2010). 1992년 무급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시행하였다. 다만, 전일제 근로자로 

대상이 제한되었다. 

소자화에 대응한 첫 번째 정책은 1994년 12월 수립된 엔젤플랜(1995~1999)

이다. 엔젤플랜을 통해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과 중점대

책을 수립하였다. 엔젤플랜에서는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엔젤플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에서

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립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

간연장보육서비스, 일시 혹은 시간제 보육, 보육지원 공동체 추진, 초등학생을 위

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육아휴

직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급여로 임금대체수준의 25%까지 지원하였으며, 육아

휴직자에 대해 근로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불 대상에서 면제하였다(이삼식 

외, 2009).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가 붕괴됨에 따라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기

적인 경기불황은 고용불안정 심화, 교육연장, 만혼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

로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이삼식 외, 2009).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신엔젤플랜의 취지는 일-가정양

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료 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확충 외에 고용, 모자보건,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소자화백서, 2008; 김범송, 2010에서 재인용). 실

제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임금의 40%로 상향조정되었으며(2001), 육아휴직 기간

도 공무원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도 3세 이하에서 6세로 확

대되었다.

2002년에는 <저출산대책 플러스원>을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신엔젤플랜에 더

해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을 강조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도 육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기업과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주는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실천

하게 되었다.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의의는 보육서비스에 치중한 소자화대

책을 시정하고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육기능을 재생하여 통합적인 차세

대육성지원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

된 시기에 소자화대책기본법도 제정되었다. 소자화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간의 소자화대책(신엔젤플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법의 제정은 일

본의 가족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김범송, 2010).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추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2005년에는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에

서는 그간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의 범위를 넘어 젊은층

의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 구축 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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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의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에는 소자화대책의 강화 및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 그리고 2007년에는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이 책정되었다. 2008년에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

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어린이기금, 육아응원특별수당, 임산부건강진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아지원 촉진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

다. 2010년 1월 29일에는 각의결정(2010년 1월 29일)으로 아동·육아비전

(2010~2014)이 제시되었다. 동 비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자녀양

육을 지원한다≫와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의 2가지 기본 원

칙을 제시하였다. 자녀와 자녀양육을 응원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이나 부모

가 자녀양육을 맡는 것을 사회전체가 자녀양육을 맡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

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2013년 일본 자녀‧육아위원회에서는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 기본지침안’을 통

해 장애, 질병, 학대, 빈곤 상태에 놓인 영유아 등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한 보육을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육아에 대

한 안정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동 비전은 2015년 4월 첫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4) 

2014년 6월 24일 아베내각은 경제정책의 방침이 되는 새로운 성장전략과 「경

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골태방침)」을 결정했다. 골태방침을 정리한 경제재정

자문회의와 성장전략을 정리한 산업경쟁력회의를 공동으로 열어서 종료 후의 임시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아베 신조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넘어서야 한

다」고 설명했다. 골태방침에는 「1억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인구목표를 정부로

서는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현재의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장래의 일할 인구를 확보

4)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내 해외육아정책동향 

하기 위해 육아 지원 등을 축으로 하는 여성 취업지원책이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

을 하여 기술을 배우게 하는 「기능실습제도」의 확충 등을 제창하였다. 2015년도

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디

지털 아사히 신문 2014년 6월 24일)

구체적으로 「2014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

方針) (가칭)」5)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 소자녀대책에 관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인구급감

과 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50년 후에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소자녀화 대책으

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인구급감·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로 

소자녀화 위기라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2) 출산·육아도 사회

보장의 한 축이라는 의식 공유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 참고, 결혼·임

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로 아이들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충한다. (3)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실현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의 협력을 얻

어 셋째 자녀 이후 출산·육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4) 새로운 소자녀화 대책의 개요를 2014년 내에 책정하고 아동·육아 지원제도를 

2015년 4월에 시행할 것을 방침으로 진행한다. (5) 아동·육아 지원제도에 기초를 

둔 유아교육·보육·육아지원의 양적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여 소비세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에 적절한 재원을 찾는 대응이 필요하다. 

(6) 도시와 지방 각 특성에 맞는 소자녀화 대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 도도부현, 

시정촌이 역할에 맞게 연계하여 추진한다. (7) 국민, 기업, 학교, 미디어 등 모든 이

해 관계자가 소자녀화 위기 돌파 의식 공유를 위한 방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동학

대방지대책도 추진한다. 

5) 일본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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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의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에는 소자화대책의 강화 및 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 그리고 2007년에는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이 책정되었다. 2008년에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5가지 안심플랜>을 제시하

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어린이기금, 육아응원특별수당, 임산부건강진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아지원 촉진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

다. 2010년 1월 29일에는 각의결정(2010년 1월 29일)으로 아동·육아비전

(2010~2014)이 제시되었다. 동 비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자녀양

육을 지원한다≫와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희망이 이루어진다≫의 2가지 기본 원

칙을 제시하였다. 자녀와 자녀양육을 응원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가족이나 부모

가 자녀양육을 맡는 것을 사회전체가 자녀양육을 맡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

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

자는 것이다. 

2013년 일본 자녀‧육아위원회에서는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 기본지침안’을 통

해 장애, 질병, 학대, 빈곤 상태에 놓인 영유아 등 ‘영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한 보육을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육아에 대

한 안정적인 지원을 표방하고 있다. 동 비전은 2015년 4월 첫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4) 

2014년 6월 24일 아베내각은 경제정책의 방침이 되는 새로운 성장전략과 「경

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골태방침)」을 결정했다. 골태방침을 정리한 경제재정

자문회의와 성장전략을 정리한 산업경쟁력회의를 공동으로 열어서 종료 후의 임시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아베 신조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넘어서야 한

다」고 설명했다. 골태방침에는 「1억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인구목표를 정부로

서는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현재의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장래의 일할 인구를 확보

4)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내 해외육아정책동향 

하기 위해 육아 지원 등을 축으로 하는 여성 취업지원책이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

을 하여 기술을 배우게 하는 「기능실습제도」의 확충 등을 제창하였다. 2015년도

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디

지털 아사히 신문 2014년 6월 24일)

구체적으로 「2014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

方針) (가칭)」5)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과 소자녀대책에 관한 

향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인구급감

과 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50년 후에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소자녀화 대책으

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인구급감·초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로 

소자녀화 위기라 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2) 출산·육아도 사회

보장의 한 축이라는 의식 공유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나라의 경험 참고, 결혼·임

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로 아이들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충한다. (3)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수를 실현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의 협력을 얻

어 셋째 자녀 이후 출산·육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4) 새로운 소자녀화 대책의 개요를 2014년 내에 책정하고 아동·육아 지원제도를 

2015년 4월에 시행할 것을 방침으로 진행한다. (5) 아동·육아 지원제도에 기초를 

둔 유아교육·보육·육아지원의 양적확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여 소비세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에 적절한 재원을 찾는 대응이 필요하다. 

(6) 도시와 지방 각 특성에 맞는 소자녀화 대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 도도부현, 

시정촌이 역할에 맞게 연계하여 추진한다. (7) 국민, 기업, 학교, 미디어 등 모든 이

해 관계자가 소자녀화 위기 돌파 의식 공유를 위한 방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아동학

대방지대책도 추진한다. 

5) 일본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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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기 일본
∎ 출산억제정책 도입
∘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66)
 - 인구증가율 1960년 2.9%→ 1971년 2.0% 

목표 
 -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 
 - 1960년대 홍보와 계몽 중심
∘ 2자녀 운동(1971)
∘ 모자보건법 제정(1973): 인공임신중절 법적 허용
∘ 인센티브제 도입(1974)
∘ 49시책(1981): 새마을사업 통한 가족계획사

업 강화, 규제, 보상제도, 남녀차별 사회제도
개선 등

∘ 5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82-86)
 - 1988년 TFR 인구대체수준 목표(*‘83년 달성)
∘ 제6차5개년계획(1987~91)
 - ‘95년 TFR 1.75로 감소․유지목표(*‘85년 달성) 

인구
증가
억제
정책기

∎ 가족계획정책 채택(1951~1961)
 ∘ 목표: 3년 후 연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인구 감소(인구증가억제시
책요강)

 ∘ 주요사업: 모성 및 영아 건강프로그램
과 가족계획에 대한 풀뿌리 운동과 보
급 활동 

∎ 인구자질향상 정책으로 전환(1996~2003)
 ∘ 인구정책심의위원회(1994) 건의로 인구증가

억제정책 공식 폐지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위한 저출산수준 유지
 -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 강조

인구
자질
향상
정책기

【저출산대책에 소극적(1970~1980)】
∎ 인구자질향상정책 채택(1962)
 ∘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 경시 극복
∎ 1970년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주

로 고령화 대응정책으로 변화

【2002년 연금재정추계결과 발표, TFR 1.17 후 
출산정책 추진】

∎ 저출산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200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2005)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 보육 중심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보육 확대,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2015년 중 계획 수립

출산
장려
정책기

【1989년 ‘1.57쇼크’ 후 간접적 출산정책 
추진】

∎ 엔젤플랜(1995~1999)
 ∘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
  - 육아를 부부/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육아 지원 목표
    * 실천계획 :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
 ∘ 저출산현상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겠

다는 의지,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 최소화 

【출산율 제고 ‘직접적 가족정책’으로 전환】
∎ 신엔젤플랜(1999~2004)
 ∘ 일가정양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현 등 목표

 ∘ 저출산대책 플러스원(2002)
  - 신엔젤플랜에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

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 추가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2003)
  - 플러스원의 기업, 지자체 추진의 법적 근거
 ∘ 소자화대책기본법 제정(2003): 소자화대

책 법적 근거 
∎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 추진
 ∘ 보육중심에서 젊은층 취업, 일가정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구
축 등(130시책)

〈표 2〉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출산관련 정책 중심) 한국 시기 일본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2005), 차세대육

성대책추진법 및 행동계획책정지침(2005)
 ∘ 신저출산대책(2006): 소자화대책 강화, 전환 
 ∘ 저출산사회대책대강(2006)
 ∘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2007) 
 ∘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5가지 안심플랜(2008)
  - 국제금융위기에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

해 안심어린이기금, 육아응원특별수
당, 임산부건강진단 지원 확대, 중소
기업 육아지원 촉진 등

∎ 아동·육아비전(2010~2014)
 ∘ 사회 전체가 자녀양육 지원,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희망 달성 기본원칙
∎ ‘아동‧육아지원신제도 기본지침안’ 마련(2013)
 ∘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 균등보장, 

양질의 교육․보육, 육아 안정적 지원 등
(2015.4 시행)

∎ 새로운 성장전략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의 기본방침(골태방침)」 결정(2014.6.24)

 ∘ 2050년 1억명 유지 인구목표 설정(아
베 신조)

  - 새로운 소자녀화대책 개요 2014년 내 
책정, 아동·육아신지원제도 2015.4 
시행(재원 확보)

Ⅳ.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저출산대책

  1. 저출산대책 구성

우선 한국과 일본 간 저출산대책들의 구성을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저출산대책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에 의하면 1차 기본계획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목표에 이어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일가정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

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세 부문에서 총 80개의 세부정책으로 구성된다. 이

들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

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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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성장 하에 사회복지 향상 경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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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확대,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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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 계획 수립

출산
장려
정책기

【1989년 ‘1.57쇼크’ 후 간접적 출산정책 
추진】

∎ 엔젤플랜(1995~1999)
 ∘ 확충 및 보육기반 정비에 중점
  - 육아를 부부/가정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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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엔젤플랜(1999~2004)
 ∘ 일가정양립, 육아부담 제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현 등 목표

 ∘ 저출산대책 플러스원(2002)
  - 신엔젤플랜에 남성 등의 근로환경 개

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 추가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2003)
  - 플러스원의 기업, 지자체 추진의 법적 근거
 ∘ 소자화대책기본법 제정(2003): 소자화대

책 법적 근거 
∎ 아동육아응원계획(2005~2009) 추진
 ∘ 보육중심에서 젊은층 취업, 일가정양립 

지원, 노동방식 개선, 육아지원 거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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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변천(출산관련 정책 중심) 한국 시기 일본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2005), 차세대육

성대책추진법 및 행동계획책정지침(2005)
 ∘ 신저출산대책(2006): 소자화대책 강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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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2007) 
 ∘ 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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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과 일본 간 저출산대책들의 구성을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저출산대책

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에 의하면 1차 기본계획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목표에 이어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일가정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

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세 부문에서 총 80개의 세부정책으로 구성된다. 이

들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

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개선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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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 등 제도개선과 함께 가족친화

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둘째, 결혼과 자녀양

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녀양육가정에 대

한 비용경감을 추진하고 양육서비스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셋째, 미래세

대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

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역량개발 지원, 아동안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소자화대책기본법 제7조에 의거한 아동·육아비젼(2010~ 

2014)에 의하면 기존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부모에게 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여 개인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동 비젼이 

지향하는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라이프사

이클 전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생활, 일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격차와 빈곤

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정

책적 관점으로 아동이 주인공(children first), “저출산대책”에서 “자녀양육 지원”

으로,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육아 지원 시책을 실시

할 때의 3가지 자세로서 ‘① 생명과 육아를 중요시 한다’, ‘② 고민에 대응한다’, 

‘③ 생활을 지원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4분야 12가지 주요 시책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분야는 ‘①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이 안심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②임신·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로’, ‘③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 능력이 있는 지역사회로’, ‘④남성과 여성 모

두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사회로(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실현) 등이 해당된다. 한

편, 2012년 8월 ‘아동·육아 관련 3개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3법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가 실시될 계획에 있다. 지금까지의 소자녀

화 대책이 ‘육아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

히 대기 아동 해소나 장시간 근로 억제 등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여기에 더해 정책적 욕구가 높고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임신·

한국 일본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자화대책기본법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아동·육아비젼(2010~2014)

대책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②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③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④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

계적 제공
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

원 강화
 -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⑥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⑦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① 아동을 사회 전체가 돌보는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

보를
 - 자녀수당 신설(중학교 졸업까지)
 - 고교의 실질 무상화, 장학금의 충실 등 학교교육 환

경 정비
② 의욕적으로 취업과 자립에 임할 수 있도록

 - 비정규 고용 대책, 청년 취업지원(커리어 교육, 숍, 가
이드 등)

③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기회를
 - 학교, 가정, 지역의 구조, 지역이 함께 자녀 교육

에 착수하는 환경 정비

2.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로
④ 안심하여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 조기의 임신 계출(임신에 이르도록) 권장, 임부 건
강검진의 공공부담

 -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
 - 불임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⑤ 누구나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잠재적 보육필요성 충족을 고려한 보육소대기아동 

해소(여유교실 활용 등)
 - 새로운 차세대육성지원을 위한 포괄적 일원적인 

제도의 구축을 위한 검토
 - 유아교육과 보육의 총합적인 제공(유-보 일체화)
 - 방과후 자녀플랜의 추진, 방과후아동클럽 내실화
⑥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안심하여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소아의료체제의 확보
⑦ 1인 부모가정의 자녀가 빈곤하지 않도록

 -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에도 지급, 생활보호의 
모자가산

출산’에 관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자녀화 위

기 돌파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서 ① ‘육아 지원’, ② ‘일하는 방식 개혁’을 더욱 강

화하는 동시에 ③ ‘결혼·임신·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①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단절되지 않은 지원’, ②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후’의 

각각에 대응한 지원의 종합적 정책의 보완․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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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 등 제도개선과 함께 가족친화

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둘째, 결혼과 자녀양

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자녀양육가정에 대

한 비용경감을 추진하고 양육서비스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셋째, 미래세

대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

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역량개발 지원, 아동안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소자화대책기본법 제7조에 의거한 아동·육아비젼(2010~ 

2014)에 의하면 기존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족과 부모에게 둔 것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여 개인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동 비젼이 

지향하는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라이프사

이클 전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생활, 일 육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격차와 빈곤

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정

책적 관점으로 아동이 주인공(children first), “저출산대책”에서 “자녀양육 지원”

으로,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육아 지원 시책을 실시

할 때의 3가지 자세로서 ‘① 생명과 육아를 중요시 한다’, ‘② 고민에 대응한다’, 

‘③ 생활을 지원한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4분야 12가지 주요 시책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분야는 ‘①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이 안심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②임신·출산·육아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로’, ‘③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육아 능력이 있는 지역사회로’, ‘④남성과 여성 모

두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사회로(워크라이프 밸런스의 실현) 등이 해당된다. 한

편, 2012년 8월 ‘아동·육아 관련 3개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3법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가 실시될 계획에 있다. 지금까지의 소자녀

화 대책이 ‘육아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

히 대기 아동 해소나 장시간 근로 억제 등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여기에 더해 정책적 욕구가 높고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임신·

한국 일본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자화대책기본법

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아동·육아비젼(2010~2014)

대책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①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②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③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④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

계적 제공
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

원 강화
 -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⑥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⑦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① 아동을 사회 전체가 돌보는 동시에 교육기회의 확

보를
 - 자녀수당 신설(중학교 졸업까지)
 - 고교의 실질 무상화, 장학금의 충실 등 학교교육 환

경 정비
② 의욕적으로 취업과 자립에 임할 수 있도록

 - 비정규 고용 대책, 청년 취업지원(커리어 교육, 숍, 가
이드 등)

③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기회를
 - 학교, 가정, 지역의 구조, 지역이 함께 자녀 교육

에 착수하는 환경 정비

2.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로
④ 안심하여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 조기의 임신 계출(임신에 이르도록) 권장, 임부 건
강검진의 공공부담

 - 상담지원체제의 정비(임신, 출산, 인공임신중절 등)
 - 불임치료에 대한 상담이나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⑤ 누구나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잠재적 보육필요성 충족을 고려한 보육소대기아동 

해소(여유교실 활용 등)
 - 새로운 차세대육성지원을 위한 포괄적 일원적인 

제도의 구축을 위한 검토
 - 유아교육과 보육의 총합적인 제공(유-보 일체화)
 - 방과후 자녀플랜의 추진, 방과후아동클럽 내실화
⑥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안심하여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소아의료체제의 확보
⑦ 1인 부모가정의 자녀가 빈곤하지 않도록

 -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에도 지급, 생활보호의 
모자가산

출산’에 관한 정책은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소자녀화 위

기 돌파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서 ① ‘육아 지원’, ② ‘일하는 방식 개혁’을 더욱 강

화하는 동시에 ③ ‘결혼·임신·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①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단절되지 않은 지원’, ②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후’의 

각각에 대응한 지원의 종합적 정책의 보완․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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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⑧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⑨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

본계획 수립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⑧ 특히,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생애단계에 맞는 일관

된 지원의 강화
 - 아동학대의 방지, 가정적 양호의 추진(패밀리홈의 

확충 등)

3.다양한 네트워크로 자녀양육의 힘이 있는 지역사회로
⑨ 자녀양육지원의 거점이나 네트워크의 충실이 이

루어지도록
 - 유아의 전가구방문 등(안녕하세요 아가야 사업 등)
 -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의 설치 촉진
 - 패밀리서포트센터의 보급 촉진
 - 상점가의 빈 점포나 학교의 여유교실, 유치원의 

활용 여유
 - NPO법인 등의 지역 자녀양육활동의 지원
⑩ 자녀가 집이나 시내에서 안전, 안심하여 살 수 있

도록
 - 양질의 패밀리 용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 자녀양육장재 제거(차별 해소, 자녀양육세대에 편

리한 화장실 정비 등)
 - 교통안전교육 등의 추진(유아2인 동승용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보급 등)

4.남성도 여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사회로(work 
life balance 실현)

⑪ 일하는 방법의 개편을
 -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 및 <행동지침>에 근거한 

구성의 추진
 - 장기간 노동의 억제 및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 텔레워크(telework)의 추진
 - 남성의 육아휴직의 취득 촉진(파파․마마육아휴직 플

러스)
⑫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실현을

 - 육아휴직이나 단기간근로 등의 양립지원제도의 정착
 - 일반사업주행동계획(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책정, 공표 촉진
 - 차세대인정 마크(Kurumin)의 주지․조성촉진

자료: 1) 한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2) 일본정부, 각의결정(2010년 1월 29일)

  2. 주요 저출산대책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대책은 다수의 세부정책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정책 중에는 주류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정책들을 

보조하는 특성을 가진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

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분석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OECD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혹은 일부 논쟁이 있는 저출산대책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간 비교하기로 한다. 

가.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

(1) 일본

일본은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육아일시금으로 건강보험에서 42만엔을 지급한다. 

출산은 질병이 아닌 관계로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합산

소득 730만엔 이하인 가구 중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회 치료당 15만엔까지 지급

하며 최초 연도에는 연 3회, 두 번째 연도부터는 연 2회를 한도로 하여 총 5년 10

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배우자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 일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수당 금액은 소득기준에 이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특

정소득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과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

다. 특정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개월에 5,000엔(특별임시급

부)을 지급한다. 재원은 국가, 지방, 사업주의 갹출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재

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1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특정소득수준 이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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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⑧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⑨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

본계획 수립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⑧ 특히,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하여 생애단계에 맞는 일관

된 지원의 강화
 - 아동학대의 방지, 가정적 양호의 추진(패밀리홈의 

확충 등)

3.다양한 네트워크로 자녀양육의 힘이 있는 지역사회로
⑨ 자녀양육지원의 거점이나 네트워크의 충실이 이

루어지도록
 - 유아의 전가구방문 등(안녕하세요 아가야 사업 등)
 - 지역자녀양육지원 거점의 설치 촉진
 - 패밀리서포트센터의 보급 촉진
 - 상점가의 빈 점포나 학교의 여유교실, 유치원의 

활용 여유
 - NPO법인 등의 지역 자녀양육활동의 지원
⑩ 자녀가 집이나 시내에서 안전, 안심하여 살 수 있

도록
 - 양질의 패밀리 용 임대주택의 공급촉진
 - 자녀양육장재 제거(차별 해소, 자녀양육세대에 편

리한 화장실 정비 등)
 - 교통안전교육 등의 추진(유아2인 동승용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보급 등)

4.남성도 여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사회로(work 
life balance 실현)

⑪ 일하는 방법의 개편을
 - <일과 생활의 조화 헌장> 및 <행동지침>에 근거한 

구성의 추진
 - 장기간 노동의 억제 및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촉진
 - 텔레워크(telework)의 추진
 - 남성의 육아휴직의 취득 촉진(파파․마마육아휴직 플

러스)
⑫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실현을

 - 육아휴직이나 단기간근로 등의 양립지원제도의 정착
 - 일반사업주행동계획(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책정, 공표 촉진
 - 차세대인정 마크(Kurumin)의 주지․조성촉진

자료: 1) 한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2) 일본정부, 각의결정(2010년 1월 29일)

  2. 주요 저출산대책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대책은 다수의 세부정책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들 정책 중에는 주류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정책들을 

보조하는 특성을 가진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

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분석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OECD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혹은 일부 논쟁이 있는 저출산대책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간 비교하기로 한다. 

가.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

(1) 일본

일본은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육아일시금으로 건강보험에서 42만엔을 지급한다. 

출산은 질병이 아닌 관계로 건강보험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합산

소득 730만엔 이하인 가구 중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회 치료당 15만엔까지 지급

하며 최초 연도에는 연 3회, 두 번째 연도부터는 연 2회를 한도로 하여 총 5년 10

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일본은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구성되

어 있다. 배우자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 일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수당 금액은 소득기준에 이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특

정소득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과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

다. 특정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개월에 5,000엔(특별임시급

부)을 지급한다. 재원은 국가, 지방, 사업주의 갹출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재

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1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특정소득수준 이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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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고용주가 비용의 7/15를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16/45, 지방정부는 8/45를 각각 부담한다.6)

〈표 4〉 일본의 아동수당 금액

특정소득수준 이하
특정소득수준 

초과
비고(특정소득기준, 만엔)

3세 미만 1개월 15,000엔 

5,000엔

부양가족 규모별
0인 833.3, 1인 875.6
2인 917.8, 3인 960
4인 1002.1, 5인 1042.1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첫째, 둘째) 1개월 10,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셋째 이상) 1개월 15,000엔

중학교 1개월 10,000엔
  

   주 :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

지 않다. 육아지원금은 민간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 창설된 것으

로, 재원은 기금 운용자금 중 일부로서 민간단체 조성금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①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활동 중 전국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② 

공익법인 등이 시행하는 독창성․선구성․보편성 있는 사업, ③ 공익법인 등이 주로 

도도부현․지정도시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부양과 관련한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세미만의 부양친족에 관한 소득세 공제액을 

48만엔 그리고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특정 부양 친족에 관한 소득세 공제액을 

63만엔으로 설정하였다(이삼식 외, 2009). 

(2) 한국 

한국의 경우 모든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 등 산전 진찰, 

분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고운맘카드의 형태로 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6) http://www.mhlw.go.jp/

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

자의 소득은 50%만 합산)인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

부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 50만원 3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기초생

활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7) 

한편, 일본의 아동수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동 보육시설 미이

용 아동(0~5세)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에서 상술하겠다.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결혼 5년 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

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주택구입지원자금사업들은‘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부부합산 연간급여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는 7천만원)이하에 대하여 호당 2억원 내에서 대출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신혼부

부가 다수 포함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0.2%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

다.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의 10%, 민영주택

의 5%를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고 있다. 또한 3자녀이

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자녀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시 30만원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18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

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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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고용주가 비용의 7/15를 부담하고, 중앙정부는 

16/45, 지방정부는 8/45를 각각 부담한다.6)

〈표 4〉 일본의 아동수당 금액

특정소득수준 이하
특정소득수준 

초과
비고(특정소득기준, 만엔)

3세 미만 1개월 15,000엔 

5,000엔

부양가족 규모별
0인 833.3, 1인 875.6
2인 917.8, 3인 960
4인 1002.1, 5인 1042.1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첫째, 둘째) 1개월 10,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셋째 이상) 1개월 15,000엔

중학교 1개월 10,000엔
  

   주 : 부양가족은 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

지 않다. 육아지원금은 민간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 창설된 것으

로, 재원은 기금 운용자금 중 일부로서 민간단체 조성금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①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활동 중 전국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② 

공익법인 등이 시행하는 독창성․선구성․보편성 있는 사업, ③ 공익법인 등이 주로 

도도부현․지정도시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부양과 관련한 

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세미만의 부양친족에 관한 소득세 공제액을 

48만엔 그리고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특정 부양 친족에 관한 소득세 공제액을 

63만엔으로 설정하였다(이삼식 외, 2009). 

(2) 한국 

한국의 경우 모든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사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 등 산전 진찰, 

분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고운맘카드의 형태로 5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6) http://www.mhlw.go.jp/

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

자의 소득은 50%만 합산)인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

부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 50만원 3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기초생

활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7) 

한편, 일본의 아동수당의 성격을 가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아동 보육시설 미이

용 아동(0~5세)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에서 상술하겠다.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결혼 5년 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

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주택구입지원자금사업들은‘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부부합산 연간급여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는 7천만원)이하에 대하여 호당 2억원 내에서 대출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신혼부

부가 다수 포함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0.2%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

다.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의 10%, 민영주택

의 5%를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고 있다. 또한 3자녀이

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자녀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시 30만원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 18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

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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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한·일 비교 

한국 일본

출산 고운맘카드로 50만원 지급 42만엔 지급 

불임부부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맞벌이부
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 50만원(3회)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부부합산소득 730만엔 이하인 가구
-1회 치료당 15만엔까지 지급
-첫 해에는 연 3회, 두 번째 연도부터는 연 2회 
한도(총 5년 10회) 

아동수당 - 

• 특정소득 이하
 -3세 미만 15,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첫째, 둘째) 10,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셋째 이상) 15,000엔
 -중학교 10,000엔
• 특정소득 이상 : 5,000엔 

주택 
-특별공급 
-주택마련 및 전세자금대출 자격기준 및 
대출이율 완화  

-주택수당 

조세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출산크레딧 

-자녀부양공제

나. 보육정책

(1) 한국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육료(기본보조금)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만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이며, 만3-5세 보육

료(누리공통과정) 지원단가는 220천원이다. 한편,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

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함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11개월 아동에게는 200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150천원, 24~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천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6〉 영유아보육료 및 영유아양육수당 지원 현황 

영유아보육료 영유아 양육수당 

구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만0∼2세 보육료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0 ∼ 11개월 200천원

12 ∼ 23개월 150천원

만3∼5세 보육료 만3∼5세 220천원 24 ∼ 84개월 미만 100천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전체 43,770개소 중 5.3%(2,33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며, 

54.0%가 가정어린이집, 33.7%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정부는 자녀양육가정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여 현실적으로 대기아

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방법

으로 민간시설 매입, 폐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 활용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규모별․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3,770개소 중 42,941개소(98.1%)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8) 평가인

증 결과는‘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

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

집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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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한·일 비교 

한국 일본

출산 고운맘카드로 50만원 지급 42만엔 지급 

불임부부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맞벌이부
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

-인공수정 시술비로 1회 50만원(3회)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부부합산소득 730만엔 이하인 가구
-1회 치료당 15만엔까지 지급
-첫 해에는 연 3회, 두 번째 연도부터는 연 2회 
한도(총 5년 10회) 

아동수당 - 

• 특정소득 이하
 -3세 미만 15,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첫째, 둘째) 10,000엔
 -3세~초등학교 취학 자녀(셋째 이상) 15,000엔
 -중학교 10,000엔
• 특정소득 이상 : 5,000엔 

주택 
-특별공급 
-주택마련 및 전세자금대출 자격기준 및 
대출이율 완화  

-주택수당 

조세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출산크레딧 

-자녀부양공제

나. 보육정책

(1) 한국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육료(기본보조금)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만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이며, 만3-5세 보육

료(누리공통과정) 지원단가는 220천원이다. 한편,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만0-5세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

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함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11개월 아동에게는 200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는 150천원, 24~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천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6〉 영유아보육료 및 영유아양육수당 지원 현황 

영유아보육료 영유아 양육수당 

구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만0∼2세 보육료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0 ∼ 11개월 200천원

12 ∼ 23개월 150천원

만3∼5세 보육료 만3∼5세 220천원 24 ∼ 84개월 미만 100천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민간어린이

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2013

년 기준으로 전체 43,770개소 중 5.3%(2,33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며, 

54.0%가 가정어린이집, 33.7%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4a). 정부는 자녀양육가정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여 현실적으로 대기아

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그 방법

으로 민간시설 매입, 폐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 활용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설규모별․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43,770개소 중 42,941개소(98.1%)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8) 평가인

증 결과는‘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

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어린이

집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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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종일제, 맞벌이부

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우선권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불규칙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 보육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유보통합,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 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

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

단'을 공식출범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유·보 통합’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2) 일본

일본의 보육정책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의 철학에 기초한다. 보육재정정책 방향은 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공립시설에 민영화(법인화)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재정 부

담을 줄이고자 한다. 보육정책의 중점 사안으로 대기아동 해소, 다양한 형태의 보

육서비스 제공,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들 수 있다.9) 

일본의 보육시설은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된 인가보육시설은 모두 비영리 복지시설로 국공립시설(53%), 법인시설

(47%) 등으로 구성된다. 즉, 인가보육시설의 절반 정도가 민영보육시설이 차지하

고 있다. 국공립시설 신축 계획은 없다. 민영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만이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어 개인 설치자의 비율이 낮다(서

문희․송신영, 2011). 인가보육시설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보육서비

스와 미인가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인가외보육시설이 존재한다. 보육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인가보육시설보다 설치 기준이 낮게 설정하여 

인가외보육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가보육시설은 국가부담 중 

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소자화백서 

중앙정부가 1/2, 도 1/4, 시정촌이 1/4을 지원하고 있고, 인가외보육시설은 도와 

시정촌이 각각 1/2씩 지원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가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비해 

인가외보육시설의 이용자가 약 2배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육비는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여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하도록 하

고, 부모 부담은 다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였다. 다만, 실제 지방정부의 추가

적인 투자로 부모부담은 국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서문희․송신영, 2011). 표준보육

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가가 50%를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보육료

로 충당한다. 국가 부담분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분담하고 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비용에서 보호

자의 분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을 질을 높이기 위

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

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지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 지수는 

대체로 기본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된다. 기본지수는 동경도의 경우 출퇴근 근로, 

재택근로, 출산․질병․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

지수는 생활보호세대, 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 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

소 희망, 생계중심자의 실업 등 다양한 조건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보육원의 대기 아동수는 

24,825명으로 나타나며 이중 80% 정도가 0~2세 영아이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

하여 2008년 안심아동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 및 시설을 확충

하고 있다. 2013년에는‘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책정하고 2013~2014년을 

긴급추진기간으로 그리고 2015~2017년을 추진가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긴급추진기간 동안 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에 대해서는 ①임대 방식이나 국유지를 활용한 보육원 정비, ②보육의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보육사 확보, ③소규모 보육 사업 등 신제도에 선행, ④인가를 지향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⑤사업소 내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등 5가지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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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종일제, 맞벌이부

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우선권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해 불규칙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 보육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유보통합,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 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

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

단'을 공식출범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유·보 통합’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2) 일본

일본의 보육정책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의 철학에 기초한다. 보육재정정책 방향은 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공립시설에 민영화(법인화)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재정 부

담을 줄이고자 한다. 보육정책의 중점 사안으로 대기아동 해소, 다양한 형태의 보

육서비스 제공,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들 수 있다.9) 

일본의 보육시설은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된 인가보육시설은 모두 비영리 복지시설로 국공립시설(53%), 법인시설

(47%) 등으로 구성된다. 즉, 인가보육시설의 절반 정도가 민영보육시설이 차지하

고 있다. 국공립시설 신축 계획은 없다. 민영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만이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어 개인 설치자의 비율이 낮다(서

문희․송신영, 2011). 인가보육시설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보육서비

스와 미인가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인가외보육시설이 존재한다. 보육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인가보육시설보다 설치 기준이 낮게 설정하여 

인가외보육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가보육시설은 국가부담 중 

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소자화백서 

중앙정부가 1/2, 도 1/4, 시정촌이 1/4을 지원하고 있고, 인가외보육시설은 도와 

시정촌이 각각 1/2씩 지원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가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비해 

인가외보육시설의 이용자가 약 2배의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보육비는 매년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하여 국가와 부모가 1/2씩 부담하도록 하

고, 부모 부담은 다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였다. 다만, 실제 지방정부의 추가

적인 투자로 부모부담은 국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서문희․송신영, 2011). 표준보육

단가에 기초한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가가 50%를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보육료

로 충당한다. 국가 부담분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분담하고 있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비용에서 보호

자의 분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지방정부마다 보육내용을 질을 높이기 위

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

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지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 지수는 

대체로 기본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된다. 기본지수는 동경도의 경우 출퇴근 근로, 

재택근로, 출산․질병․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

지수는 생활보호세대, 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 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

소 희망, 생계중심자의 실업 등 다양한 조건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보육원의 대기 아동수는 

24,825명으로 나타나며 이중 80% 정도가 0~2세 영아이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

하여 2008년 안심아동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 및 시설을 확충

하고 있다. 2013년에는‘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을 책정하고 2013~2014년을 

긴급추진기간으로 그리고 2015~2017년을 추진가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긴급추진기간 동안 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에 대해서는 ①임대 방식이나 국유지를 활용한 보육원 정비, ②보육의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보육사 확보, ③소규모 보육 사업 등 신제도에 선행, ④인가를 지향하는 

인가 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⑤사업소 내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등 5가지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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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장 보육, 야간 보육, 질병 아동·

질병 후 아동 보육, 직장어린이집, 일시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의 다양성

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의거 보육시설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여기에 더해 가정보육사업에 대한 경비도 보조하여 수요자들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제

공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4가지 유형의 인정보육원을 

도입하였다. 즉,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제휴·협력하는 유보(幼保)제

휴형, 유치원이 보육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

께 가지는 보육시설형, 그리고 지방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갖는 시설을 새

로이 설치하는 지방재량형 등이다. 2010년에 민주당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입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들을 들어 2013년부터 향후 10년 안

에 유치원과 보육소를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 안은 

2012년 6월에 자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주된 이유로 운영주체로 기업 

포함, 부모의 시설 선택 노력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7〉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내용 개소수

인정보육원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양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아에게 
제공

22,666개소
(영아 이용자 : 

2.07백만)

연장 보육 11시간 이상 보육서비스 제공 
16,245개소(2010

년 기준)

휴일 보육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1,067개소(2011년 

기준)

야간 보육 22:00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77개소 

특별 보육
파트타임 등에 종사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주당 2~3회 보육서비스 제공 

1,304개소

질병이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질병이 있는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1,483개소 

Family-style 
보육

주로 3세 미만의 아동을 소규모로 구성하여 가정보육방식의 
서비스 제공  

963명 
(3,285명 이용)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평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및 도도부현에서는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아 교육의 개선·보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유아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11월

에는 제3자 평가를 포함하여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학교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유

치원의 학교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한편, 보육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관

점에 서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고 제3자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5월에

는 보육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의 제3자 평가 사업의 보급을 위해 제3자 평가사업

의 추진 체제나 평가 기준 지침을 정하였다. 2009년에 고시된 보육원 보육 지침에

서 보육원 및 보육사의 자기 평가에 대하여 노력 의무를 새롭게 정하고 2009년 3

월에 ‘보육원의 자기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표 8〉 한·일 보육정책 비교 

한국 일본

경제적
지원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차등보육료 

시설 확충 취약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 

질적수준 
제고

평가인증제도 실시 평가제도 실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 종일제
-맞벌이부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우
선권 부여

-아이돌보미

-연장 보육, 야간 보육, 질병 아동·질병 후 
아동 보육, 직장어린이집, 일시보육

-취업모 중심의 입소우선권 부여
-가정보육사업 경비 보조

유보통합 추진 중(2016년까지 완료 예정) 추진 중

다. 일가정양립제도

(1) 한국

한국의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간이며, 휴가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

급되는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통상임금의 100%)가 그리고 마지막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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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후 아동 보육, 직장어린이집, 일시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의 다양성

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민간개방 추진 3개년계획>에 의거 보육시설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여기에 더해 가정보육사업에 대한 경비도 보조하여 수요자들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제

공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4가지 유형의 인정보육원을 

도입하였다. 즉, 설치자가 다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제휴·협력하는 유보(幼保)제

휴형, 유치원이 보육기능도 함께 가지는 유치원형, 보육시설이 유치원의 기능을 함

께 가지는 보육시설형, 그리고 지방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갖는 시설을 새

로이 설치하는 지방재량형 등이다. 2010년에 민주당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입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들을 들어 2013년부터 향후 10년 안

에 유치원과 보육소를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 안은 

2012년 6월에 자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는데, 주된 이유로 운영주체로 기업 

포함, 부모의 시설 선택 노력과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7〉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내용 개소수

인정보육원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양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아에게 
제공

22,666개소
(영아 이용자 : 

2.07백만)

연장 보육 11시간 이상 보육서비스 제공 
16,245개소(2010

년 기준)

휴일 보육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1,067개소(2011년 

기준)

야간 보육 22:00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77개소 

특별 보육
파트타임 등에 종사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주당 2~3회 보육서비스 제공 

1,304개소

질병이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질병이 있는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1,483개소 

Family-style 
보육

주로 3세 미만의 아동을 소규모로 구성하여 가정보육방식의 
서비스 제공  

963명 
(3,285명 이용)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평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및 도도부현에서는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아 교육의 개선·보완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유아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11월

에는 제3자 평가를 포함하여 유치원의 특성에 따른 학교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유

치원의 학교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한편, 보육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관

점에 서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고 제3자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5월에

는 보육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의 제3자 평가 사업의 보급을 위해 제3자 평가사업

의 추진 체제나 평가 기준 지침을 정하였다. 2009년에 고시된 보육원 보육 지침에

서 보육원 및 보육사의 자기 평가에 대하여 노력 의무를 새롭게 정하고 2009년 3

월에 ‘보육원의 자기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표 8〉 한·일 보육정책 비교 

한국 일본

경제적
지원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차등보육료 

시설 확충 취약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시설 및 보육교사 확충 

질적수준 
제고

평가인증제도 실시 평가제도 실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 종일제
-맞벌이부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입소우
선권 부여

-아이돌보미

-연장 보육, 야간 보육, 질병 아동·질병 후 
아동 보육, 직장어린이집, 일시보육

-취업모 중심의 입소우선권 부여
-가정보육사업 경비 보조

유보통합 추진 중(2016년까지 완료 예정) 추진 중

다. 일가정양립제도

(1) 한국

한국의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간이며, 휴가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

급되는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통상임금의 100%)가 그리고 마지막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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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10)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한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여

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

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11)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에

만 받을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

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2)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의 인공

임신중절은 제외)한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

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

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13)  

육아휴직의 사용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부가 교대로 육

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

도 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급여로서 매월 통상임금의 

1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과 ⅱ)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
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11)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1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3)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5%)는 직장 복귀 6

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

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

여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

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다.15)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휴직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으로 표현)을 30일(산전 후 유급휴가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

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

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

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1인당 매월 3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

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3년 말까지 총 522개소(공공기관 195, 대기업 144, 중소기업 183)에서 준 가

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현재 28개 기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92개 인센

티브를 지원하고 있다1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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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10)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한

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여

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

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11)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에

만 받을 수 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

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2)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로의 인공

임신중절은 제외)한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

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

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13)  

육아휴직의 사용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부가 교대로 육

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

도 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면서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직급여로서 매월 통상임금의 

1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과 ⅱ)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
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11)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1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13)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5%)는 직장 복귀 6

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배

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

여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1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

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다.15)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휴직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으로 표현)을 30일(산전 후 유급휴가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

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으로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

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

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1인당 매월 3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

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2013년 말까지 총 522개소(공공기관 195, 대기업 144, 중소기업 183)에서 준 가

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현재 28개 기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92개 인센

티브를 지원하고 있다16). 

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

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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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지원의 일한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

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

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은 1,074개소이며 이 

중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81.7%(877개소)이다. 다만 의무이행사업장 중에서도 직

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개소로 전체의 49.7%로 절반 수준이다(보건복지

부, 2014b).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환경, 가치관 변화 유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직장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이용율 제고를 위해 휴직경험자의 상담 및 정보제

공, 3세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직원 대상 육아 프로그램 실시, 복직 시 업무연수, 육

아휴직 이용율 목표치 설정 등이 해당된다.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이 많은 부서는 인사당국에서 파악하여 관리․감독하고, 초과근무상

한설정(1년간 초과근무시간이 인사원 지침 상에 규정된 상한선 즉, 360시간을 넘

지 않도록 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근 및 사원주택 대여에 있어 자녀가 있는 근

로자를 우선 배려하고, 모자가정 가구주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의 심각한 사회적 영향력, 차세대육성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친육아 문화 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며, 특히 ‘가족의 날’, ‘가족주간’ 등을 제도화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17)은 친육아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기본목

16) http://ffm.mogef.go.kr/main/main.do

표로 한다. 이미 기업에서는 노사협력 하에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실

시하고 있다. 1960년 이전부터 실시된 산전후휴가는 14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8

주) 이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2/3를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건강보험 가입여성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

며,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시간제, 임시일용직 여성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1992년 도입하고 1997년부터는 30명 이하의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일용근

로자, 1년 미만의 계약 근로자 등 제외)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1자녀 당 

1회로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은 분할사용이 아닌 연

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로서 육아휴직 개시

일로부터 18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67%(상한 286,023엔, 하한 46,431엔) 그리고 

181일 이후부터는 50%(상한 213,450엔, 하한 34,650엔) 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한다(2014.04월부터 시행).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동일한 고용주

와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로서 자녀가 1세에 도달한 직후에도 고용관계

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휴직 시작 2년 전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고

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나 고용보험미가입

자인 경우에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

금은 면제된다. 

현재 일본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87.8%이나,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율

은 2011년을 기준으로 2.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장

려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

터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용가능한 기간을 자녀가 

1세에 도달할 때까지에서 1세 2개월로 연장하여 주고 있다(파파마마 육아휴직 플

러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 각각에게 부여된 휴직은 1년(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출산 후 8주 이내에 남

1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내 정책내용을 참고로 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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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지원의 일한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

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

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은 1,074개소이며 이 

중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81.7%(877개소)이다. 다만 의무이행사업장 중에서도 직

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34개소로 전체의 49.7%로 절반 수준이다(보건복지

부, 2014b).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환경, 가치관 변화 유도,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직장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이용율 제고를 위해 휴직경험자의 상담 및 정보제

공, 3세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직원 대상 육아 프로그램 실시, 복직 시 업무연수, 육

아휴직 이용율 목표치 설정 등이 해당된다.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정시퇴근이 

불가능한 직원이 많은 부서는 인사당국에서 파악하여 관리․감독하고, 초과근무상

한설정(1년간 초과근무시간이 인사원 지침 상에 규정된 상한선 즉, 360시간을 넘

지 않도록 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근 및 사원주택 대여에 있어 자녀가 있는 근

로자를 우선 배려하고, 모자가정 가구주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의 심각한 사회적 영향력, 차세대육성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친육아 문화 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며, 특히 ‘가족의 날’, ‘가족주간’ 등을 제도화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17)은 친육아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기본목

16) http://ffm.mogef.go.kr/main/main.do

표로 한다. 이미 기업에서는 노사협력 하에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실

시하고 있다. 1960년 이전부터 실시된 산전후휴가는 14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8

주) 이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통상 임금의 2/3를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건강보험 가입여성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

며,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시간제, 임시일용직 여성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1992년 도입하고 1997년부터는 30명 이하의 소규모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일용근

로자, 1년 미만의 계약 근로자 등 제외)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1자녀 당 

1회로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은 분할사용이 아닌 연

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로서 육아휴직 개시

일로부터 18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67%(상한 286,023엔, 하한 46,431엔) 그리고 

181일 이후부터는 50%(상한 213,450엔, 하한 34,650엔) 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한다(2014.04월부터 시행).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동일한 고용주

와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한 근로자로서 자녀가 1세에 도달한 직후에도 고용관계

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휴직 시작 2년 전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고

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나 고용보험미가입

자인 경우에는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

금은 면제된다. 

현재 일본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87.8%이나,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율

은 2011년을 기준으로 2.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장

려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

터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사용가능한 기간을 자녀가 

1세에 도달할 때까지에서 1세 2개월로 연장하여 주고 있다(파파마마 육아휴직 플

러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 각각에게 부여된 휴직은 1년(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출산 후 8주 이내에 남

1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내 정책내용을 참고로 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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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남성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가능토

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전업 주부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남성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

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하여‘육아맨 프

로젝트’(http://ikumen -project.jp/)를 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참가형 공식 

사이트의 운영과 핸드북의 배포 등을 통해 남성이 육아를 더욱 즐기고 아울러 육아 

휴직을 취득하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3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시간근무제도(1일 6시간)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조치로 두고 있으며, 

이들을 초과근로면제 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가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휴가로서 1명인 경우에는 연 5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제공하고 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며, 불이익은 금지된다. 기간계약제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원래 계약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육아휴직 후 직

장에 복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간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자

직장복귀급부금도 지원된다. 지원수준은 <휴직 당시 임금의 10% × 육아휴직기본

급부금 지급대상 월 수>이다. 이 외에도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재취업

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서포트프로그램, 구직자의 공공직업훈련 수강을 

위한 탄력적 교육시간, 일-가정 양립지원 헬로우워크(구직정보 제공, 상담 등), 구

인연령의 상한선 완화, 구직기간 중 탁아소를 이용할 있도록 시읍면이나 헬로우 워

크에 적극적 주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01명 이상인 기업은‘일반사업주 행

동 계획’의 책정 및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적절한 행동 계획을 책정·실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후생노동 장관의 인정을 받아 

인정 마크(애칭: 구루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정 제

도 및 인정 마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정 기업의 추진 사례나 인정의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2011년 6월에 창설된 인정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의 조치18)를 알리고 인정 취득을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3월 말 현재 ‘일

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총 70,333사이며, 이중 301명 이상 기업 

14,529사(신고율 98.4%), 101명 이상 300명 이하 기업은 32,109사(신고율 

97.7%), 그리고 100명 이하 기업  23,695사이다. 인정 기업은 1,471사이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실시를 위해 ‘양립 지원 광장’ 

(http://www.ryouritsu.jp/)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일과 가

정의 양립 용이성’을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를 

정리한 ‘베스트 프랙티스집’(중소기업의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집)을 통해 효

과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 지원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성과를 올린 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균등·양립 추진 기업 표창’을 

실시하고 그 추진을 널리 알림으로써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도록 직장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의 정

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의 활약 등 인재의 다양성을 살리는 경영을 추진하는 기

업을 표창하고 선진 사례로서 널리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확대

하여 여성의 활약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2012년도부터 ‘다이버시티 경영 기업 

100선’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소 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증개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8)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차세대
법에 의거한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인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건
물 등 중 인정을 받은 대상이 된 행동 계획의 계획 기간 개시일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포함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신축·증개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보통 상각 한
도액의 32%의 할증 상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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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남성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가능토

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전업 주부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남성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남성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

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리기 위하여‘육아맨 프

로젝트’(http://ikumen -project.jp/)를 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참가형 공식 

사이트의 운영과 핸드북의 배포 등을 통해 남성이 육아를 더욱 즐기고 아울러 육아 

휴직을 취득하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3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시간근무제도(1일 6시간)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조치로 두고 있으며, 

이들을 초과근로면제 청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가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휴가로서 1명인 경우에는 연 5일,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을 제공하고 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되며, 불이익은 금지된다. 기간계약제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원래 계약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육아휴직 후 직

장에 복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6개월간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자

직장복귀급부금도 지원된다. 지원수준은 <휴직 당시 임금의 10% × 육아휴직기본

급부금 지급대상 월 수>이다. 이 외에도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재취업

을 원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서포트프로그램, 구직자의 공공직업훈련 수강을 

위한 탄력적 교육시간, 일-가정 양립지원 헬로우워크(구직정보 제공, 상담 등), 구

인연령의 상한선 완화, 구직기간 중 탁아소를 이용할 있도록 시읍면이나 헬로우 워

크에 적극적 주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01명 이상인 기업은‘일반사업주 행

동 계획’의 책정 및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적절한 행동 계획을 책정·실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후생노동 장관의 인정을 받아 

인정 마크(애칭: 구루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정 제

도 및 인정 마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정 기업의 추진 사례나 인정의 이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2011년 6월에 창설된 인정 기업에 대한 세제상

의 조치18)를 알리고 인정 취득을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3월 말 현재 ‘일

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총 70,333사이며, 이중 301명 이상 기업 

14,529사(신고율 98.4%), 101명 이상 300명 이하 기업은 32,109사(신고율 

97.7%), 그리고 100명 이하 기업  23,695사이다. 인정 기업은 1,471사이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인 실시를 위해 ‘양립 지원 광장’ 

(http://www.ryouritsu.jp/)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일과 가

정의 양립 용이성’을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를 

정리한 ‘베스트 프랙티스집’(중소기업의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집)을 통해 효

과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일과 육아·개호의 양립 지원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성과를 올린 기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균등·양립 추진 기업 표창’을 

실시하고 그 추진을 널리 알림으로써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쉽도록 직장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의 정

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의 활약 등 인재의 다양성을 살리는 경영을 추진하는 기

업을 표창하고 선진 사례로서 널리 알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확대

하여 여성의 활약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2012년도부터 ‘다이버시티 경영 기업 

100선’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소 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증개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8)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차세대
법에 의거한 인정을 받은 기업은 인정을 받은 날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건
물 등 중 인정을 받은 대상이 된 행동 계획의 계획 기간 개시일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포함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신축·증개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보통 상각 한
도액의 32%의 할증 상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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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한·일 일가정양립정책 비교 

한국 일본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급여 수
급 가능

-(급여) 통상 임금의 100% 

-(기간) 14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급여 수
급 가능

-(급여) 통상 임금의 2/3 

육아휴직

-(기간) 부부 각각 1년(분할사용 가능)
-(대상) 만8세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부모 

-(급여) 통상 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
한 50만원)

-(기간) 자녀 1명 1년(분할 사용 불가) 
-(대상)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부모 

-(급여)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67% 
(286,023엔 상한, 46,431엔 하한), 이후
는 50%(213,450엔 상한, 34,650엔 하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가능기
간은 자녀가 1세 2개월이 될 때까지로 연장 

*남성이 자녀출산 후 8주(배우자 산전후휴
가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3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하
여 단시간근무제도(1일 6시간)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조치로 규정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실시 
-인증마크 및 28개 기관에서 92개 인센티
브 지원

-근로자가 101명 이상인 기업은 ‘일반사업
주 행동 계획’의 책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적절한 행동 계획을 책정·실시하고 그 목
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
업은 후생노동 장관의 인정을 받아 인정 
마크(구루민) 및 인센티브 제공  

직장어린
이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
린이집 설치 의무화

-고용보험 등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소내 보육시설 확충(설치, 증개축, 운
영) 지원

  3. 재정

OECD 통계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재정을 간접적으로 비교하

였다. GDP 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여기에는 현금과 현물만 계상되고 조세혜택은 

제외) 비율은 일본의 경우 1990년 0.36%에서 2009년 0.96%으로 점진적으로 높

아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 0.03%에서 2009년 0.81%로 급격하게 높아

졌다. 특히, 저출산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직전인 2005년 당시 재정 수준에 

비해 4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간 재정 수준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국의 저출산대책이 일본보다 약 15년 후인 2006년부터 시작되면

서 재정 투입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GDP대비 가

족지출 비율은 일본 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나 그 폭은 현격하게 줄어들었

다.

[그림 5] GDP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현금, 현물) 비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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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2014. 8. 20 기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재정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GDP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 비율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33

개 OECD 국가들 중 27위(끝에서 7번째)로 나타난다. 한국의 재정 수준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도 OECD 다른 국가들

에 비해 아주 낮아 두 국가 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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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DP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 비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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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선 한국과 일본 간 인구현상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는 26년 늦게 시작하였으나(인구대체수

준 도달 시기 기준) 최근에는 한국의 출산율 수준이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

만큼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일본에 비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여전히 장수국가이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70년 10세 정도에서 2011년에 1.5세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즉, 한국은 일본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평균수명은 

근사해지고 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유소년인구 감소는 16년,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21년 

그리고 총인구 감소는 20년 늦게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에 비해 일본의 고령화사

회 진입은 30년, 고령사회 진입은 24년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은 20년 늦게 발생

했거나 발생할 전망이나 2060년에 두 국가의 고령화 수준은 40% 수준에서 유사

해질 전망이다. 요컨대, 한국의 인구 변천은 일본에 비해 약 20년 늦게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화 수준은 유사해질 전망이다. 

셋째,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1인당 GDP 등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기 이전에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고, 조만간 급속한 인구고령

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데 

43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1994년 

엔젤플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62년 가족계획사업 도입 이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2005년까지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인구증

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

산율 저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 일본에서도 인구학자들이 출산율 감소

의 사회․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국가 모두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구자질향상정책을 채택하였으며, 그 목표는 이미 낮아진 

출산율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인구 변화

에 능동적이고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른바 ‘정책전환 실기’를 겪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 시기가 약 15년 차이가 있으나 현재의 저출산

대책의 구성을 보면 매우 유사하다. 즉, 두 국가의 저출산대책은 공통적으로 일-가

정양립 지원,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보육과 교육 지원, 임신 및 출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부재하다. 또한, 대책

과 세부목표 간의 연관성 검증이나 진척상황 평가 등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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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DP대비 가족급여 공공지출(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 비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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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부재하다. 또한, 대책

과 세부목표 간의 연관성 검증이나 진척상황 평가 등이 미흡하다.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between  Korea and Japan

-50-

넷째, 양국 모두 시기별로 단편적인 대책과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엔젤플랜(1995~1999)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신엔젤플랜(2000~2004)에서는 보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자

화대책에서는 가족친화적 고용환경개선을 중심하고 정책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1차 기본계획(2006~2010)은 보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2차 기본계획(2011~ 

2016)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화가 덜되어 있고, 

계속적인 전개를 위한 재정투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재

정 투입정도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데다가 투입 재정마저 보육에 집중되어 

있어 나머지 정책들 대부분은 대상의 한정,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하여 효

과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엔젤플랜 시행 이후 평등주의적 저출산 대책을 위해 다

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만성적인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경제적 지원책이 부족

하다. 결국 두 국가 모두 계몽과 권고 위주의 비재정적 정책들에 의존하는 경향성

이 높으며, 일부 지원 정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중산층에 대한 대

책은 불충분하다.  

여섯째, 한국과 일본 모두 양성평등 수준이 낮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가 조성되

어 있지 않은 등 전통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있

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계몽과 권고에 의존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서구사회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산 시 퇴직률이 높고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한 등 

출산․육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양성간의 전통

적 역할규범도 변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대한 남편의 분담이 매우 

적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OECD 국가들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면서도 출산율도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일곱째, 이러한 정책들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출산율의 실질적 회복세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분위기가 여전히 조성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보다 일찍이 저출산현상을 겪은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체적

으로 정책적 노력과 실제 출산율 회복 간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중

요한 것은 이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OECD 국가들의 경우 과거에 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낮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

른 시기에 가시화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출산율 회복은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저출산대책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 

수준 도달을 계기로 저출산대책을 실시하고 최저점이 1.26이었으나 한국은 1.2 

미만 수준 도달을 계기로 저출산대책을 실시하고 최저점은 1.08로 아주 낮았기 때

문이다. 요컨대, 한국의 출산율 회복은 OECD 어느 국가들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

으나 한국의 저출산대책 수준은 일본을 포함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여론은 지난 10년 간 예산 중가

에 대해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년 간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출산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아 정책 성과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대책들은 보육정책 등 일부를 제외하

면 아직 많은 정책들의 대상이나 급여수준 등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재

정투입 정도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ECD 국가들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

정수준이 낮은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13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3 이상으로 높아진 적이 없는 등 현재 한국사회

는 저출산의 덫보다 더 지독한 늪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러한 초저출산현상의 출구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

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저출산대책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

해 인구가 건강하게 변화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비록 시차가 존재할 것이나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입 정도는 미래 국가와 사

회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정도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저출산대책들을 내실화시켜 일

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향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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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대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인구학적인 변화는 무엇이고, 그러한 변

화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언제 달성할 것인가 하는 이른바 인구학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가 명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수행된 저출산대책들을 통해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여야 할 것

인가의 목표에 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기초로 정책 투입 대비 인

구학적인 변화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투입이 필

요한 정책, 새롭게 도입하여야 할 정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적정성 내지 효율성에 관한 것

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크게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한 소득보전정책, 일-가정 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행태 내지 관행 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문화적인 접근으로 구

분된다. 소득보전정책은 어느 정도 충분성을 담보하여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대책으로서 소득보전정책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보육․
유아교육비 지원 등 일부 용도에 국한되어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충분하게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게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시

켜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자녀양육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을 경우에 출산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책

들로 일과 가정 간의 시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

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고용보험 이외의 재정확보방식(예로 스웨덴, 캐나다 

퀘백주 등의 부모보험)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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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자녀양육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을 경우에 출산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책

들로 일과 가정 간의 시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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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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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 동안 낳을 자녀수

자료: 1) 한국은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통계). 단, 1965년은 보건사회부(1965), 「전국가족

계획실태조사보고」

      2) 일본은 統計情報部「平成24年人口動態統計」

나. 사망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상승과 더불어 영양상태 개선, 보

건위생 수준 향상, 선진 의료기술 도입,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생활

습관 개선 및 조기검진 등에 힘입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70년 남성 58.67세, 여성 65.57세에서 2012년 남성 

84.60세, 여성 77.90세로 높아졌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영아사망률이 낮고 평

균수명이 긴 국가이다. 일본의 평균수명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서구 선진국의 최소수준까지 따라잡게 되었다. 지난 40여년 동안 1970년 남성 

69.31세, 여성 74.66세에서 2012년 남성 79.9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였다. 일

본과 한국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에 2.0세

로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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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과 일본은 완만한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에 비하여 매우 급격한 고령화를 경

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 국가로서의 문화적 지향을 공유

하고 있으며 에스펭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 의하면 국가의 역할의 최소화

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이라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행 

맥락의 유사성과 더불어, 일본이 한국에 앞서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

국이 고령화에 대응함에 있어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이 있을가를 모색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현황, 정책적 대응의 발전과정과 제도특성 등을 비교해보고 국제적 맥락에서 이러

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한‧일 고령화 현황

고령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두 국가가 모두 유래가 없

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구체화되었는데, 최근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7년에는 동 비율이 14%, 2026년에는 2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즉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0%가 될 때까지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일본의 36년에 비하여 10년이 짧은 것으로 서구에 비하여 매우 빠른 고령

화를 경험한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이 빠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가 크다. 2014년 현재 한

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2.7%인데 비하여 일본은 26.1%로 절대적인 고령화 수준

이 매우 높은 단계이다. 또한 평균수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남자와 여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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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령화 현황은 국가의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의 재정적 지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공공지출의 규모가 GDP 대비 9.2%인

데 비하여 일본은 22.3%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는 상당기간 높은 수

준의 고령화를 경험해왔고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통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복지지표 순위37)는 한국이 26위, 일본이 23위로 그리 큰 순위차이를 보이

고 있지는 않다.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의 경우도 한국이 

15위 일본이 17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경제적인 규모와 수준에 비하여 적은 

차이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복지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력지수는 한국과 일본이 각

각 12위와 13위로 비슷하지만 재정지속지표는 한국이 4위인 반면 일본은 25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충족지표상으로는 한국이 28위, 일본이 17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국가 현황: 공공지출 현황, 복지지표, 인각개발 지수

공공지출 
규모 1)

(GDP 대비)

복지지표 2)

HDI3) 1인당 GNI
(2011 PPP $)3)

경제활력
지표

재정지속
지표

복지충족
지표

종합

한국  9.2%
12위

(0.575)
 4위

(0.775)
28위

(0.363)
26위

(0.499)
0.891
(15위)

30,345

일본 22.3%
13위

(0.565)
25위

(0.516)
17위

(0.564)
23위

(0.540)
0.890
(17위)

36,747

자료: 1) 김용하 외(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2) OECD.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10년)

        3) UNDP(2014). 2014 Human Development Index.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국가각 복지수준 비교를 위하여 개발한 지표로 5대 
부문의 27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종합한 지표임.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하 외(2011)에 제시
되어 있음. 

일본이 3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기간이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길며 따라서 후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수명

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일본이 남자 9.13년, 여자 12.68년으로 한국에 비하여 월등

히 길다는 점은 일본이 후기노인의 건강과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높은 관심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인구고령화 현황

노인 비율1) 
2014 2030

7% 14% 20%

한국 2000 2017 2026 12.7%(639만명) 24.3%
일본 1970 1994 2006 26.1%(3,308만명) 31.8%

주: 1) 통계청의 정의에 의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임

자료: 1) 한국: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2).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1)

〈표 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

한국 일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평균수명 76.1 82.7 79.55 86.30
건강수명 68.0 74.0 70.42 73.62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차이 8.1 8.7 9.13 12.68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2013년 고령사회백서

〈표 3〉 한국과 일본의 노인의 연령구성

(단위:만명, %)

한국(2013) 일본(2013)

65~74세 3,658 ( 59.6) 1,630  (51.1)
75세 이상 2,479 ( 40.4) 1,560  (48.9)
65세 이상 6,137 (100.0) 3,190 (100.0)

자료: 한국: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KOSIS)

      일본: 2013년 고령사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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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27개 세부지표를 선정하여 종합한 지표임. 구체적인 내용은 김용하 외(2011)에 제시
되어 있음. 

일본이 3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의 기간이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길며 따라서 후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수명

과 평균수명의 차이가 일본이 남자 9.13년, 여자 12.68년으로 한국에 비하여 월등

히 길다는 점은 일본이 후기노인의 건강과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높은 관심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인구고령화 현황

노인 비율1) 
2014 2030

7% 14% 20%

한국 2000 2017 2026 12.7%(639만명) 24.3%
일본 1970 1994 2006 26.1%(3,308만명) 31.8%

주: 1) 통계청의 정의에 의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임

자료: 1) 한국: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12). 일본의 장래추계인구(2012.1)

〈표 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

한국 일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평균수명 76.1 82.7 79.55 86.30
건강수명 68.0 74.0 70.42 73.62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차이 8.1 8.7 9.13 12.68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보건복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2013년 고령사회백서

〈표 3〉 한국과 일본의 노인의 연령구성

(단위:만명, %)

한국(2013) 일본(2013)

65~74세 3,658 ( 59.6) 1,630  (51.1)
75세 이상 2,479 ( 40.4) 1,560  (48.9)
65세 이상 6,137 (100.0) 3,190 (100.0)

자료: 한국: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KOSIS)

      일본: 2013년 고령사회백서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between Korea and Japan

-108-

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첫째 

고령자의 잠재력 실현을 최대화한다. 즉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노인상 정립 및 그러한 활동

적 노화를 근간으로 한 고령자의 인적․사회적 잠재력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도록 하

며, 계속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중고령 은퇴자의 다각적인 사회참

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사회적기여 극대화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

반을 조성한다. 

둘째, 사전예방적 접근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 중심의 사후적 지원 (취약노

인을 국가가 보호)에서 곧 노년기에 접어들 고령층(55세 이상)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자립적․활동적인 노후준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통한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력 제고 및 고령화 정책의 연착륙

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잔여적 고령정책에서 보편적 고령정책으로 변화

와 고령화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으로 변화를 꽤한다. 

셋째,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노인 및 고령자(55~64세)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한다. 따라서 향

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는 중고령자 및 중산층이상 노인까지 포괄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방향 재설정하고, 기본욕구 충족에서 상위욕구 충족으

로 정책범위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를 계기로 소득․고용․건강․주거보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를 통하여 존엄성 유지와 자아실현이 가능한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하

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2절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의 정립과 기본방향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발전단계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

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38)

해방 후 60년간의 노인복지정책의 역사는 해방 후~1950년까지의 요보호 노인

을 위한 구호사업기와 60년대의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마

련이라는 초기 단계를 거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명실상부한 노인복지로의 

전환과 기반마련이 이루어졌다. 1981년에 재정된 노인복지법이 중요한 전기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자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노인복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면서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9년이 UN이 정한 세계노인

의 해라는 점과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인구학적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령화는 정책적 아젠

더화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 5)과 그에 기초한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의 구성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그에 상응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

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4),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 4) 등이 이루

어져 고령화에 대한 각 영역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공고화되

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립된 고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제2차 고령사회기

본계획(2011⁓2015)에 잘 들어나고 있다. 본 계획은 정책목표를 고령화 대응을 위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에 포함된 노인
복지발전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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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한 후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삼식 외, 2010). 첫째 

고령자의 잠재력 실현을 최대화한다. 즉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자립적인 노인상 정립 및 그러한 활동

적 노화를 근간으로 한 고령자의 인적․사회적 잠재력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도록 하

며, 계속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중고령 은퇴자의 다각적인 사회참

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사회적기여 극대화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

반을 조성한다. 

둘째, 사전예방적 접근을 강화한다. 노인보건복지 중심의 사후적 지원 (취약노

인을 국가가 보호)에서 곧 노년기에 접어들 고령층(55세 이상)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자립적․활동적인 노후준비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통한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력 제고 및 고령화 정책의 연착륙

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잔여적 고령정책에서 보편적 고령정책으로 변화

와 고령화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으로 변화를 꽤한다. 

셋째, 정책대상자 확대 및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노인 및 고령자(55~64세)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한다. 따라서 향

후 5년간 추진할 정책에서는 중고령자 및 중산층이상 노인까지 포괄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방향 재설정하고, 기본욕구 충족에서 상위욕구 충족으

로 정책범위 확대를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를 계기로 소득․고용․건강․주거보장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를 통하여 존엄성 유지와 자아실현이 가능한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설계하

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점검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2절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의 정립과 기본방향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발전단계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

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38)

해방 후 60년간의 노인복지정책의 역사는 해방 후~1950년까지의 요보호 노인

을 위한 구호사업기와 60년대의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마

련이라는 초기 단계를 거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명실상부한 노인복지로의 

전환과 기반마련이 이루어졌다. 1981년에 재정된 노인복지법이 중요한 전기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자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노인복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면서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9년이 UN이 정한 세계노인

의 해라는 점과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인구학적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고령화는 정책적 아젠

더화 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 5)과 그에 기초한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의 구성 및 중앙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그에 상응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

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 4),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7. 4) 등이 이루

어져 고령화에 대한 각 영역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의 공고화되

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립된 고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제2차 고령사회기

본계획(2011⁓2015)에 잘 들어나고 있다. 본 계획은 정책목표를 고령화 대응을 위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에 포함된 노인
복지발전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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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래의 고령자상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

를 확립한다.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 및 생활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셋째, 다양한 고령자의 욕구와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그밖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사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개호체계를 정비한다. 다섯

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실현해가야 한다. 고령자가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직장, 주거환경 등을 정비해야 하며, 고령자

를 범죄나 소비자로서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해가야 한다.  여섯째, 젊은 시절부

터  '인생 90 년 시대'에 대비하고 세대간 순환을  실현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절부터 건강 관리, 건강 증진을 지속하도록 하며,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활동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이 구축

한 자산을 차세대에 상속할 수 있는 사회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40). 

  3. 비교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령화 수준을 기초로 하여 비교

해보면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좀 더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

다. 즉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로 인하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적 대응의 필요성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발주자로서

의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과 흐름이 한

국 내부의 고령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비교해보

면 고령자의 잠재력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4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간담회 보고서-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Re-Design』을 참고할 것.

  2. 일본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인구 비율이 5.7%였던 1960년대부터 기본적인 안

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1961년 국민 개보험이 실시되었고 1963년에는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7.1%를 넘어선 1970년대부터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973년 ‘복지원년’을 선언하고 노인의료비를 무료화

하였다. 1982년에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갹출금 제도, 일부 부담을 도입하였

고 1986년에는 노인보건법을 개정하여 노인보건 시설을 창설한 바 있다. 

1989년에는 ‘Gold Plan'(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수립하였고, 

1990년에는 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1991년에는 노인보건복지

계획 등을 포함하는 복지8법의 개정과 공비부담의 개정 및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설

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는 도‧도‧부‧현, 

시‧정‧촌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을 , 1994년에는  ‘New Gold Plan'이 수립됨

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고령자 개호 기반 만들기가 추진되었다.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수립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이 가능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고령화 및 가족부양 능력

의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지속적으

로 제도보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85년 시대가 

도래 하는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속에서 평균수명이 50세 내

지 60세이었던 전후시기에 형성된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

단 하에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후생노동성대신이 

‘인생 85년 비전간담회’를 창설하고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39). 첫째,  고

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

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고령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하고 활동

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으나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다

39) 내각부 (2014). 2014년도 고령사회백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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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래의 고령자상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연령이나 성에 따른 차이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

를 확립한다. 남녀간의 평균수명의 차이 및 생활상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셋째, 다양한 고령자의 욕구와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와 

그밖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사회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개호체계를 정비한다. 다섯

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실현해가야 한다. 고령자가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직장, 주거환경 등을 정비해야 하며, 고령자

를 범죄나 소비자로서의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해가야 한다.  여섯째, 젊은 시절부

터  '인생 90 년 시대'에 대비하고 세대간 순환을  실현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절부터 건강 관리, 건강 증진을 지속하도록 하며,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활동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이 구축

한 자산을 차세대에 상속할 수 있는 사회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40). 

  3. 비교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발전과정을 고령화 수준을 기초로 하여 비교

해보면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좀 더 고령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

다. 즉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로 인하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적 대응의 필요성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후발주자로서

의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과 흐름이 한

국 내부의 고령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비교해보

면 고령자의 잠재력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4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간담회 보고서-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Re-Design』을 참고할 것.

  2. 일본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인구 비율이 5.7%였던 1960년대부터 기본적인 안

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1961년 국민 개보험이 실시되었고 1963년에는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인구 비율이 7.1%를 넘어선 1970년대부터 노인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973년 ‘복지원년’을 선언하고 노인의료비를 무료화

하였다. 1982년에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갹출금 제도, 일부 부담을 도입하였

고 1986년에는 노인보건법을 개정하여 노인보건 시설을 창설한 바 있다. 

1989년에는 ‘Gold Plan'(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수립하였고, 

1990년에는 복지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1991년에는 노인보건복지

계획 등을 포함하는 복지8법의 개정과 공비부담의 개정 및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설

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는 도‧도‧부‧현, 

시‧정‧촌 노인보건복지계획의 수립을 , 1994년에는  ‘New Gold Plan'이 수립됨

으로써 21세기를 향한 고령자 개호 기반 만들기가 추진되었다.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수립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이 가능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고령화 및 가족부양 능력

의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에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지속적으

로 제도보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85년 시대가 

도래 하는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이 다양화되는 속에서 평균수명이 50세 내

지 60세이었던 전후시기에 형성된 생활방식과 근로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

단 하에 새로운 삶의 모델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후생노동성대신이 

‘인생 85년 비전간담회’를 창설하고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39). 첫째,  고

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

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고령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하고 활동

적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으나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다

39) 내각부 (2014). 2014년도 고령사회백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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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역별 한‧일 노인복지정책

노년기에 진입한 사회구성원을 정책 대상자로 하는 정책을 주요 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가. 소득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그림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기초

보장제도와 함께 최종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부

터 도입되었고(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 2014년 7월부터 기초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현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연금제도에는 1988년도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어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민

연금제도와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하는 공무원연

금, 사학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제도가 있다.  1988년데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노인의 

25.3%만이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요

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사전예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한데, 이러

한 공통분모는 모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저하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인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002년에 발표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

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

도 수동적‧의존적인 노인관에서 적극적‧독립적인 존재로 노인을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고, ① 노인과 발전, ②노년기 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

진, ③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가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정경희 

외, 2008, 2012b; UN, 2002).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조점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령

자의 다양성에 대한 강조와 지역사회의 중요성, 남성과 여성의 노년기 생활상의 차

이점을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 등이 한국에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 또한 일본에서는 다섯까지 기본방향중 한 개로 포함되

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전단계

【한국】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기
(1948⁓1961년)

→
노인보호사업의 실시
(1962⁓1971년)

→

노인복지로의 전환 및 
기반마련
(1972⁓1987년)
‧ 노인복지법 제정(1981)

→

노인복지의 확충(1988⁓1998년)

→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
구체적인 대응
(1999년 이후)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

 (199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도입(2008)

고령화율 2.9%(1960)→3.1%(1970) 3.8%(1980) 5.1%(1990)
7.2%(2000)→
12.7(2014)

【일본】 →

노인의료‧복지
제도의 기반 
만들기
(1960년대)
‧노인복지법 제정(1963)

→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대응
(1970, 1980년대)
‧1973년:‘복지원년’(노인의료비 

무료화)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

고령화 대응 
기반마련
‧gold plan 수립
(1989)

‧ new gold plan 

 수립(1994)

→

고령화에 대한 체계적‧구체적인 대응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5)

‧ 개호보험 도입 (2000)

고령화율 5.7%(1960) 7.1%(1970)→9.1%(1980) 12.0%(1990) 14.5%(1995)→ 17.2% (2000)→26.1%(2014)

주: 행정적 기록과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자료: 변재관(1997).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검토. 보건복지포럼. Pp. 83⁓94, 

        임춘식 외(2005). 세계의 노인복지. 학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한국경제60년

사｣—사회․보건복지분과—



-113-

2014년도 제4차 인구포럼
Korea Demography Forum 

제3절 영역별 한‧일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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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과 단순근로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38.5%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근로기회를 확

대해가야 할 것이다. 

다.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각 지방정부 소속의 보건소가 노인을 위한 예방적 접근 및 만성질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40세와 66세 때 생애전

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풍 등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대, 핵가족화, 여성사회진출 활

성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수발능력 감소,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대 및 노인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서비스 급여 대

상자는 현재 노인의 약 5.8%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

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며 장기요양등급

은 요양 1~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4년 7월부터 5등급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3등급의 폭이 넓어져 왔고, 그로 인하여 3등급 노인의 기능상태

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3등급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

리한 것이다. 또한 신체적 기능제한은 없지만 치매를 갖고 있는 노인이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의 급여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매특별등급이 5등급

을 도입하였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대상에게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이 필수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등급에 따라 급여가 가능한 내용이 결정되는데, 1,2등급은 시설과 재가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나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급외자(A, B, C)는 유형에 따라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 

가능한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제도의 역사와 구성은 노인의 소득원에 반영되어 있다. 2014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인 공적연금 25.3%, 기타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이다.

[그림 3] 한국노인의 소득원 현황

나. 경제활동

고령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한 특화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베이비 붐 세대

가 포함된 55~64세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고용 연

장을 위한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금,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융자지원사업,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행중인 사업은 공공분야(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와 

민간분야(창업형, 인력파견형, 보호된 시장참여형)이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공포(‘13.5.22)하였고,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65세 이상중 약 34%가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직업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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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활동

고령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한 특화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베이비 붐 세대

가 포함된 55~64세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고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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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융자지원사업,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행중인 사업은 공공분야(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와 

민간분야(창업형, 인력파견형, 보호된 시장참여형)이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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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Comparison on policy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between Korea and Japan

-116-

  2. 일본41)

가. 소득 

일본에서는 은퇴후 소득에 대해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

을 중심으로 직역이나 기업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개인자산을 적절히 조합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

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만 20세부터 60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기초적 급여를 제공하며,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연금은 국민연금 위에 보수비례

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 국민의 약 70%가 공적연금을 기초로 노후생활을 설

계하고 있는 만큼 공적연금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에 따

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 운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 하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 연금 제도의 확립이 정책목표로 제시

되고 있다.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후생연금의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가고 있다. 더불어 후생 연금 기

금 등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연금 제도 등의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공공 연금 제도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후생 연금 보험법 등의 일부

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 제 63 호)이 2013 년 6 월에 성립·공천된 바 있다.

〈표 5〉 일본 노인의 소득 현황

노인가구 총소득 (1인당 소득, 평균가구원수) 303.6만엔 (195.1만엔, 1.56인)
 근로소득 19.5

 공적연금 69.1
 재산소득 5.8
 공적연금이외의 사회보장 급여 0.8
 기타 4.8
전체가구 548.2만엔 (208.3만엔, 2.63인)

자료:  일본 내각부, 2014년 고령사회백서

41) 내각부의 최근 4년간의 고령사회백서와 임춘식 외(2005)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

외적으로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인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서비스 이용시  재가급여

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

인부담금 50% 경감하고 있다.

라. 사회참여

노인을 대상으로한 여가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

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

에 응하고,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등 노인의 복

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319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

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63,251개,  노인들에 대하여 건전한 취

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실이  1,413개소가 운영중이다(보건복지부, 2014). 

이외에도 1998년부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지

도원 발족,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추진, 노인자원봉사축제를 추진중이다. 또

한 교육부 산하에 3,241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다양한 시민참여 경험이 낮은 등의 이유로 인하

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노인의 3.9%만이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참여율은 6.7%에 불과하다. 친목단체 참여율이 

37.4%인 것 외에 단체 참여율은 모두 5% 미만에 불과하다(정경희 외,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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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활기차고 충실한 생활을 확보하여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건강관리를 종

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 방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방중심의 건

강관리 강화와 기존에 수발보험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가능한 한 정든 지역에서 요양 할 할 수 있도록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실현을 목표로, 의료 · 개호가 함께 필요한 지 후원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3년부터 10년간 수행해야 할 ‘건

강일본21(제2차)’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영양/식생활, 신체활동/운동, 휴양, 흡

연, 음주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청년기부터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중증화 예방과, 

이를 위해서는 지방 공공단체, 관계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고령자 의료제도 계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 도입된 75

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의료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는 도입 

5년 후의 제도 수행상황을 검토한 후, 큰 문제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

고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저소득 노인의 부담경감, 

70세⁓74세 연령군의 일부 부담금의 취급 등에 대한 개선안을 2015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7〉 한국‧일본의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한국 일본
주 1회 이상 17.0 9.2

월 1회 이상- 주 1회 미만 42.2 52.4
년 수회 - 월 1회 미만 31.6 17.8

미이용 9.3 20.5

자료: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2010).

셋째, 개호예방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의 자립 지원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질병예방, 간병예방이나 사회복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함과 2000년에 도입된 수발보험의 꾸준한 실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특히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나. 경제활동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정년 연장 등의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과 고령자의 (재)취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취업환경 정비

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2006년 개정‧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정년이 

60세에서 2007년 62세, 2010년 63세, 2013년 64세, 2013년 4월 1일 이후 65

세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임시 또는 단기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욕과 능력에 알맞은 취업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버 인재 센터’

는 전국 47개 지역에 연합회가 설치(공익법인)되어 있다. 

이밖에 고령자 등의 직업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게 각종 

조성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정년 후 계속 고용 되는 고령자가 자신을 능력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6〉 일본 고령자의 취업률

남자 여자
55~59 89.7 65.0
60~64 72.7 47.3
65~69 49.0 29.8
70~74 32.4 18.0

75세 이상 16.1 6.3

자료:  일본 내각부, 2014년 고령사회백서

다. 건강 및 장기요양보호

건강‧복지에 대해서 고령사회대책 대강령에서는 청년기부터 건강관리를 함으로

써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악화를 방지하여 일상생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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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활기차고 충실한 생활을 확보하여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건강관리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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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참가율과 평생교육 참가 경험률

일본

단체활동참가율

61.0(2013)
54.8(2003)
42.3(1993)

평생학습참가 경험율
60~69세: 55.5
70세 이상: 50.0

자료:  일본 내각부, 2014년 고령사회백서

이와 더불어 소비자 교육 활동의 촉진이 최근 강조되고 있다. 2013년에 "소비자 

교육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2013년 년 6월 각의 결정)을 통하여 "앞으로 고려해

야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5년 2월에 그 결과를 검토 할 예정이다.

  3. 비교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주제별로 정리해보면 <표9>와 같

다. 노년기의 소득확보와 관련하여 일본은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어 연금이 중요

한 노후소득원이라는 큰 차이가 발견된다. 즉 삶의 질의 출발점이 되며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확보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그렇지 못하여 노인빈곤율

이 OECD에서 가장 높은 45.1%에 달하고 있다. 일본노인의 빈곤율은 22.0%이

다. 그러나 이 또한 OECD 평균인 1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경제활동과 관

련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과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시기가 일본이 빠르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험제도를 통하여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은 제도 성숙이 이루어져 대상범위가 넓고 급여수준

도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 연속적인 보호체계, 예방적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진일보한 상태이다. 더불어 후기 노

인을 위한 별도의 고령자 의료제도를 갖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과 지역

확보하고, 간병지원전문원 등 적절한 인력의 확보, 정보공개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

권, 노인인권 확보,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간병서비스의 직절 향

상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중심된 ‘지역이 서로 돕는 사회’를 조성한다. 2009년부

터 수행되고 있는 ‘안심 생활 창조 사업’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독거고령자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민생위원, 자원봉사, 민간사업자 등과 행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도임이 필요한 고령자 등의 지역생활을 돕기 위한 지역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한다.

라. 사회참여

사회가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사회참가활동이나 학습활동을 통하여 고

령자의 마음의 풍요나 삶의 보람이 충족될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끊임없

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고령자가 연령이나 성과 상관없이 다른 세대와 함께 중요한 사회일원으로서 삶

의 보람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자가 자유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과 NPO의 역할이 중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령자의 자발적 조직인 노인클

럽이 활동중이다.

한편 평생학습 추진체계와 기반 정비를 위해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

진체제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 71호)과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등에 의거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평생

학습추진을 지원하는 창구와 시정촌 등의 교육‧문화 및 스포츠 진흥을 통한 지역조

성을 지원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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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참가율과 평생교육 참가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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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한국 일본 비고

노인
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7월 시행 - 개호보험제도: 2000년 4월 시행
- 일본은 대상범위가 

넓고 급여수준도 
높음. 서비스 종류
도 다양함.

- 한국: 대상자가 한
정되어 있으며 급
여수준도 억제적

- 한국은 도입초기로 
중증노인을 대상으
로 한 사후적 보호
에 집중하고 있으
나, 일본은 제도의 
성숙을 기반으로 
하여 예방적 급여
의 중요성 강조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시구정촌, 피보험자 40

세이상의 자 

- 수급자: 원칙적으로 고령자 - 수급자: 원칙적으로 고령자

- 요개호도:  요양 1~5등급 
- 요개호도: 요개호자(1~5등급), 

요지원자(1~2등급)으로 총 7
단계

- 요개호자수: 약 28만명 (노인의 
5.8%)

- 요개호자수: 약 463만명(노인
의 약 14%)

- 급여: 개가․시설서비스, 현금특별
급여 약간

- 급여: 재가․시설서비스, 지역밀
착형서비스 강조

- 이용자부담 재가 15%, 시설 20% - 이용자부담: 10%

- 재원: 이용자 부담, 공적 비용과 
보험료

- 재원: 이용자 부담, 공적 비용
과 보험료 

사회
참여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립 및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

- 평생학습사회 형성
- 사회참가활동 촉진
- 고령자 해외활동 지원 등

- 한국에 비하여 일
본은 사회참여활
동의 중요성을 노
인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측면에서 
강조, 노인의 개별
성 강조

- 한국에 비하여 일
본은 평생학습사
회 형성에 대한 관
심이 높은 편임

제4절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일 고령화 대응정책

앞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을 국제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어떠

할까?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응 및 준비 현황은 어떻

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두가지 국제비교틀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의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

(GAP,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

응정책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42). 

사회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에 비

하여 일본의 정책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더불어 고령자를 범죄, 인권 침해, 

악질 상법 등으로부터의 보호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도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권리에 대한 관심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 하겠다.

〈표 9〉 영역별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한국 일본 비고

소득
보장

- 소득비례적 성격의 국민연금과 
각종 직연연금

- 노인 70% 대상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 국민연금(기초연금제도) + 후생
연금, 공제연금(소득비례)

- 일본은 연금제도
가 성숙되어 있
어 연금이 중요
한 노후소득원임

- 연금재정상황 개선
  ․ 연금보험료 유지, 
   지급률은 감소

-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승: 후생
연금 65세로 상승

- 공통적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출산제도와 연계: 출산 키리딧 제
도 도입

- 연금 적립액 상향 조정 및 연금 
수령액 감소

경제
활동

- 정년 60세 시행계획

- 65세까지 정년연장
   ․ 60세 미만 정년금지/의무화
-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 지방경제단체와 연계
   ․ 고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

- 한국은 실질적으
로 55세에 정년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실천중

-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집중
   ․ 공익,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 

16만개 창출(‘09년)
- 민간분야는 부대경비 지급
   ․ 단기성 파견(주례사, 경비원 

등)이나 시장형(택배, 세차 
등)업체의 지원금 제공

   ․ 노인 창업에 지원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

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 고령자 재고용 제도에 중점
- 실버인재센터 등 지역 내, 일자

리창출 사업 추진
   ․ 고령자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관 촉진
   ․ 자녀․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 중고령자 창업지원
   ․ 3명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창

업지원 조치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을 촉
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 고용 연장을 위한 재정지원: 정년
최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등

- 중고령자 재취직 원조
   ․ 은퇴자의 재고용제도 운영
   ․ 선택적 재취업제도 운영
- 이직 중고령자 재취직하는 사업

주에 대한 지원
   ․ 계속고용 정착촉진 조성금 지원

- 한국은 고용유지
에 일본은 고용
촉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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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제연금(소득비례)

- 일본은 연금제도
가 성숙되어 있
어 연금이 중요
한 노후소득원임

- 연금재정상황 개선
  ․ 연금보험료 유지, 
   지급률은 감소

-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승: 후생
연금 65세로 상승

- 공통적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출산제도와 연계: 출산 키리딧 제
도 도입

- 연금 적립액 상향 조정 및 연금 
수령액 감소

경제
활동

- 정년 60세 시행계획

- 65세까지 정년연장
   ․ 60세 미만 정년금지/의무화
-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 지방경제단체와 연계
   ․ 고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

- 한국은 실질적으
로 55세에 정년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실천중

-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집중
   ․ 공익, 교육, 복지 등 공공분야 

16만개 창출(‘09년)
- 민간분야는 부대경비 지급
   ․ 단기성 파견(주례사, 경비원 

등)이나 시장형(택배, 세차 
등)업체의 지원금 제공

   ․ 노인 창업에 지원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

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 고령자 재고용 제도에 중점
- 실버인재센터 등 지역 내, 일자

리창출 사업 추진
   ․ 고령자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관 촉진
   ․ 자녀․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 중고령자 창업지원
   ․ 3명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창

업지원 조치

-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을 촉
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 고용 연장을 위한 재정지원: 정년
최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등

- 중고령자 재취직 원조
   ․ 은퇴자의 재고용제도 운영
   ․ 선택적 재취업제도 운영
- 이직 중고령자 재취직하는 사업

주에 대한 지원
   ․ 계속고용 정착촉진 조성금 지원

- 한국은 고용유지
에 일본은 고용
촉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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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한국 일본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공적
부담

총급여수준 지표 :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2007-2040)

3.4(‘07)→
14.1(‘40)

14.1(‘07)→
18.4(‘40)

지표 순위 7위 13위

급여변화 지표 : GDP 대비 공
적급여 비율의 변화
(2007-2040)

2007 1.4 9.1

2040
(현재법)

7.5 10.1

2040
(개정안)

4.8 17.4

지표 순위 17위 6위

범주 순위 15위 9위

재정적 
여유

조세여유 지표 : 2040년의 GDP 대비 정부
수입의 비율

33.3(‘07)→
42.3(‘40)

33.5(‘07)→
36.2(‘40)

지표 순위 11위 5위

예산여유 지표 : 2040년의 정부지출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급여 비율

12.0(‘07)→
46.4(‘40)

39.2(‘07)→
51.0(‘40)

지표 순위 13위 17위

채무여유 지표 : 2040년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

-35.8(‘07)→
87.4(‘40)

80.4(‘07)→
133.6(‘40)

지표 순위 8위 13위

범주 순위 10위 12위

급여 
의존성

급여비중 지표 : 평균 노인소득 중 공적급여
의 비율(2007~2040 기간중의 평균)

21.1(‘07)→
34.4(‘40)

38.7(‘07)→
31.5(‘40)

지표 순위 (9위) (7위)

급여삭감 지표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 경
우 빈곤상태가 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0.7 2.9

지표 순위 (3위) (9위)

범주 순위 4위 6위

영역 순위 12위 8위

〈표 10〉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GAP) 순위재정적 지속가능성 영역에서의 순위는 총 20개국중 한국이 12위 일본이 8위이

다. 즉 한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이를 구체적인 지표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급여의 공적 의존성

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2040년까지 증가폭은 크며, 재정적 여유라는 측면에

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10위와 12위) 한국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공적 급여가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소득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19위, 일본이 12위로 모두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비노인세대의 소득에 비하여 

낮고 가족지원이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42)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총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고, 204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별 나라별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GAP은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
절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3개의 범주와 7개의 지표로 구성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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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한국 일본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공적
부담

총급여수준 지표 :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2007-2040)

3.4(‘07)→
14.1(‘40)

14.1(‘07)→
18.4(‘40)

지표 순위 7위 13위

급여변화 지표 : GDP 대비 공
적급여 비율의 변화
(2007-2040)

2007 1.4 9.1

2040
(현재법)

7.5 10.1

2040
(개정안)

4.8 17.4

지표 순위 17위 6위

범주 순위 15위 9위

재정적 
여유

조세여유 지표 : 2040년의 GDP 대비 정부
수입의 비율

33.3(‘07)→
42.3(‘40)

33.5(‘07)→
36.2(‘40)

지표 순위 11위 5위

예산여유 지표 : 2040년의 정부지출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급여 비율

12.0(‘07)→
46.4(‘40)

39.2(‘07)→
51.0(‘40)

지표 순위 13위 17위

채무여유 지표 : 2040년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

-35.8(‘07)→
87.4(‘40)

80.4(‘07)→
133.6(‘40)

지표 순위 8위 13위

범주 순위 10위 12위

급여 
의존성

급여비중 지표 : 평균 노인소득 중 공적급여
의 비율(2007~2040 기간중의 평균)

21.1(‘07)→
34.4(‘40)

38.7(‘07)→
31.5(‘40)

지표 순위 (9위) (7위)

급여삭감 지표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 경
우 빈곤상태가 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0.7 2.9

지표 순위 (3위) (9위)

범주 순위 4위 6위

영역 순위 12위 8위

〈표 10〉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GAP) 순위재정적 지속가능성 영역에서의 순위는 총 20개국중 한국이 12위 일본이 8위이

다. 즉 한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 이를 구체적인 지표별로 비교해보면 일본에 비하여 한국이 급여의 공적 의존성

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2040년까지 증가폭은 크며, 재정적 여유라는 측면에

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10위와 12위) 한국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공적 급여가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소득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19위, 일본이 12위로 모두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비노인세대의 소득에 비하여 

낮고 가족지원이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42)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총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고, 204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별 나라별 영향을 예측하고 있음. GAP은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
절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3개의 범주와 7개의 지표로 구성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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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한국이 7위, 일본이 5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

성과 의료가 전체 순위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일본은 고용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 총괄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
가능성

아일랜드 1 15 2 9 7 1
덴마크 2 9 9 1 4 10
네덜란드 3 10 5 2 5 9
노르웨이 4 12 14 3 2 5
스웨덴 5 8 15 4 3 8
프랑스 6 2 3 16 14 6
핀란드 7 7 17 6 6 7

오스트리아 8 3 11 11 13 19
폴란드 9 1 8 20 20 16
체코 10 5 16 17 15 12
영국 11 18 4 13 8 4
미국 12 20 1 12 18 2
벨기에 13 14 7 14 19 11

슬로바키아 14 6 10 21 11 13
독일 15 13 13 8 21 18
호주 16 21 6 10 1 3
스페인 17 17 12 15 10 14
이탈리아 18 11 19 19 16 22
헝가리 19 4 22 22 17 20
그리스 20 16 20 18 12 17
일본 21 19 21 5 9 21
한국 22 22 18 7 22 15

〈표 11〉 영역별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2007-2009) 

제5절 시사점

본고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발달사와 그러

한 역사에 기반하여 정립된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이러

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현황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특징

〈표 10〉 계속

영역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한국 일본

노후
소득의 
적절성

총 소득

소득수준 지표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

0.81(‘07)→
0.79(’40)

1.19(‘07)→
1.12(’40)

지표 순위 16위 11위

소득추세 지표 : 2007~2040 기간중의 근
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의 
변화

-2.9 -5.6

지표 순위 16위 18위

범주 순위 18위 13위

소득의 
취약성

중위소득 지표 : 2040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공공
의료급여를 제외함

0.59(‘07)→
0.52(‘40)

1.11(‘07)→
0.96(‘40)

지표 순위 19위 6위

중위소득추세 지표 : 2007~2040 기간중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
의 비율 변화, 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13.2 -14.2

지표 순위 16위 17위

빈곤수준 지표 :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
인가구의 비율(2007)

36.2 22.0

지표 순위 15위 20위

범주 순위 20위 16위

가족 지원

가족결합 지표 :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2007)

37.2 44.0

지표 순위 9위 6위

가족규모 지표 : 노인세대와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의 변화(2007~2040) 

3.6(‘07)→
1.8(‘40)

2.0(‘07)→
1.5(‘40)

지표 순위 2위 19위

범주 순위 11위 2위

영역 순위 19위 12위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둘째, 정홍원 외의 연구(2013)에서 개발한 고령화 대응지수를 통하여 살펴보

면43), 일본이 21위, 한국이 22위로 하위권 국가임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

43) 데이터의 가득성에 따라 비교가 가능한 22개국의 2007~2009년 기간중의 평균 값을 이용
하여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하고 있음. 고령화 대응지수의 하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영역별 값들을 모두 합산한 총괄지수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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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한국이 7위, 일본이 5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

성과 의료가 전체 순위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일본은 고용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

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 총괄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
가능성

아일랜드 1 15 2 9 7 1
덴마크 2 9 9 1 4 10
네덜란드 3 10 5 2 5 9
노르웨이 4 12 14 3 2 5
스웨덴 5 8 15 4 3 8
프랑스 6 2 3 16 14 6
핀란드 7 7 17 6 6 7

오스트리아 8 3 11 11 13 19
폴란드 9 1 8 20 20 16
체코 10 5 16 17 15 12
영국 11 18 4 13 8 4
미국 12 20 1 12 18 2
벨기에 13 14 7 14 19 11

슬로바키아 14 6 10 21 11 13
독일 15 13 13 8 21 18
호주 16 21 6 10 1 3
스페인 17 17 12 15 10 14
이탈리아 18 11 19 19 16 22
헝가리 19 4 22 22 17 20
그리스 20 16 20 18 12 17
일본 21 19 21 5 9 21
한국 22 22 18 7 22 15

〈표 11〉 영역별 고령화 대응지수의 국가간 비교 순위(2007-2009) 

제5절 시사점

본고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발달사와 그러

한 역사에 기반하여 정립된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이러

한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현황이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볼 때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특징

〈표 10〉 계속

영역
범주

(category)
지표(indicator) 한국 일본

노후
소득의 
적절성

총 소득

소득수준 지표 :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

0.81(‘07)→
0.79(’40)

1.19(‘07)→
1.12(’40)

지표 순위 16위 11위

소득추세 지표 : 2007~2040 기간중의 근
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의 
변화

-2.9 -5.6

지표 순위 16위 18위

범주 순위 18위 13위

소득의 
취약성

중위소득 지표 : 2040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공공
의료급여를 제외함

0.59(‘07)→
0.52(‘40)

1.11(‘07)→
0.96(‘40)

지표 순위 19위 6위

중위소득추세 지표 : 2007~2040 기간중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
의 비율 변화, 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13.2 -14.2

지표 순위 16위 17위

빈곤수준 지표 :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
인가구의 비율(2007)

36.2 22.0

지표 순위 15위 20위

범주 순위 20위 16위

가족 지원

가족결합 지표 :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2007)

37.2 44.0

지표 순위 9위 6위

가족규모 지표 : 노인세대와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의 변화(2007~2040) 

3.6(‘07)→
1.8(‘40)

2.0(‘07)→
1.5(‘40)

지표 순위 2위 19위

범주 순위 11위 2위

영역 순위 19위 12위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둘째, 정홍원 외의 연구(2013)에서 개발한 고령화 대응지수를 통하여 살펴보

면43), 일본이 21위, 한국이 22위로 하위권 국가임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

43) 데이터의 가득성에 따라 비교가 가능한 22개국의 2007~2009년 기간중의 평균 값을 이용
하여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하고 있음. 고령화 대응지수의 하위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영역별 값들을 모두 합산한 총괄지수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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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정경희 외, 2011). 그러나 구체적인 연금제도의 성

격 및 제도성숙도의 차이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일본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

서 노인빈곤문제 해결이 일본에 비하여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공적 
연금급여액 

감소

의료비 
증가 감소

근로기간 
확대

기금에 
기초한 
연금 

저축액 
증대

빈곤
문제 
해결

출산력 
증대

이민 
증대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편 일본의 고령정책의 검토 결과 나타난 특성중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야 할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후기 노인에 대한 특화된 

전략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일본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예방중심의 건강관

리가 강화되어 있다. 75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의료제도의 운영, 다각적인 예방적 

접근을 포괄하고 있는 ‘건강일본21’ 등은 일본이 노인의 연령단계별 맞춤형 접근

을 통하여 재정적 부담을 저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진행이 일본에 비하여 더 급격하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나 노인이 길어

진 노년기를 인간답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연령단

계별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구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일본

의 특정이다. 지역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행정기관과 다양한 민간주체간의 협력, 교

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거주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점과 노인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인의 권리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연령통합성 제고와 맞춤형 서비스라는 방향을 좀 더 강조하고 있

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 정립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이

른 시점에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기조

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

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유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의 입법,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이 대표적

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은 낮은 수준의 대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

용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의 대응력 순위가 낮다.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

해서는 한국이 21위 일본이 22위로 유사한 순위이지만, 향후 대응력을 평가한 

GAP 지표에서는 한국이 19위로 일본의 12위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는 일본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은 이미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의 저하를 반영한 것이

지만 한국은 향후 노인세대들이 급격히 경험하게될 변화라는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앞서 이루어

졌다는 점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공통된 과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이 유사한 정

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해야 할 점은 없는가? 무엇보다 먼

저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

은 인구고령화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의 평가이다. 출산력 증대와 더불어 이

민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지위가 상

대적으로 낮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국가라는 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용이성 증대→ 출산력 증대→ 고령화 속도의 완화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적절한 노후소득 확보가 부족한 국가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화 작업을 통

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공적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보편적인 사적 연금이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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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정경희 외, 2011). 그러나 구체적인 연금제도의 성

격 및 제도성숙도의 차이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일본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

서 노인빈곤문제 해결이 일본에 비하여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공적 
연금급여액 

감소

의료비 
증가 감소

근로기간 
확대

기금에 
기초한 
연금 

저축액 
증대

빈곤
문제 
해결

출산력 
증대

이민 
증대

한국 * * - *** *** *** ***

일본 *** ** - ** ** *** ***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편 일본의 고령정책의 검토 결과 나타난 특성중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야 할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후기 노인에 대한 특화된 

전략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일본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예방중심의 건강관

리가 강화되어 있다. 75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의료제도의 운영, 다각적인 예방적 

접근을 포괄하고 있는 ‘건강일본21’ 등은 일본이 노인의 연령단계별 맞춤형 접근

을 통하여 재정적 부담을 저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진행이 일본에 비하여 더 급격하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나 노인이 길어

진 노년기를 인간답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연령단

계별로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구축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일본

의 특정이다. 지역만들기라는 관점에서 행정기관과 다양한 민간주체간의 협력, 교

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한 지역사회거주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점과 노인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인의 권리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연령통합성 제고와 맞춤형 서비스라는 방향을 좀 더 강조하고 있

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방향 정립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이

른 시점에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기조

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유형

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유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의 입법,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이 대표적

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은 낮은 수준의 대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

용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의 대응력 순위가 낮다. 현재까지의 대응에 대

해서는 한국이 21위 일본이 22위로 유사한 순위이지만, 향후 대응력을 평가한 

GAP 지표에서는 한국이 19위로 일본의 12위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는 일본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은 이미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의 저하를 반영한 것이

지만 한국은 향후 노인세대들이 급격히 경험하게될 변화라는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앞서 이루어

졌다는 점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공통된 과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이 유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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